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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1.

년에 개관한20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열‘
어가는 도서관을 표방하여 왔다 거기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식’ .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청소년의 독서와 학습 성장과 발달 자아 및, ,
가치관 형성 인성개발과 창의력 습득 등을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주역을,
양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추진 각종 자료개발 및 서비스 제공 어린이 및 공공도서관, ,
을 위한 지원협력 등을 통하여 그들의 지식정보 입수 독서력 증대 문화서, ,
비스 향유를 선도해야 하는 법적 책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수행실적이나 정책적 근거는 어린이청
소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국가전문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 한계가 있
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국립어린이도서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 우
위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각도로 언급할 수 있지만 많은 법정 업무를 제로 베이스,○
에서 반추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존재이유와 직결되는 핵심역
량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도서관과 마찬가지.
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핵심역량은 누적성 체계성 보존성 적시, , ,
성 접근성 등을 보장하는 장서개발에서 발원한다 다시 말해서 장서개, .
발은 핵심역량의 단초인 동시에 존재기반의 요체이다 그러나 지난 년. 6
간 세계적 수준의 어린이자료와 연구자료를 확보할 의도로 전략적 장서개
발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자체 발간물인 연차보고서 운영사례집 각종 매, ,
뉴얼 등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미흡하다 년에 수립된 국립어린이청, . 2012
소년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상대적으로 미비한 청소년 및 멀티미디‘

Ⅰ ( )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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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료를 확충하기 위한 장서전략이 요구된다고 명시한 사실이 이를 대’
변하고 있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장서개발이 충실하지 못한 동인은 납본수집의
한계 자료구입비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에서 기인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 ,
유는 체계적 또는 전략적 장서개발을 정당화하는 정책문서 즉, 현실 적합
성과 미래 지향성을 겸비한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장서개발 및 관리행위가 성문화된 정책문서Policy) .
에 입각하지 않으면 논리적 체계성과 현실적 최적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중장기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장서개발은 대증적 요법에 의존
할 수밖에 없고 객관적 장서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불가능하다 그 뿐만 아.
니라 장서개발이 부실하면 아름다운 건축미와 방대한 공간 유능한 전문사,
서 첨단 정보기술 등을 확보하더라도 무용지물이다 즉 충실한 장서개발, . ,
과 체계적 보존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를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 전
문도서관 내지 연구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따라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중장기 비전(2010),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서(2012) 최우선 정책과제
내지 추진전략으로 명시한 장서개발에 주목하여 국내외 어린이청소년자료‘
의 수집과 제공 보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 ’ .
린이청소년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연구집단을 전
문정보서비스를 강화하려면 핵심업무인 장서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과 성문화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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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2.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미래 한국사회를 주도○
해야 할 어린이청소년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책임지는 국가도서관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동시에 핵심역량 제고의 원천
이 될 중장기 장서개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어린이청소년을. ,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의 허브 및 관련 학술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
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구체화하면 주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조사· ,○
분석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개발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외 어린이자료 청소년자료 연구자료 전자, , ,
자료 및 멀티미디어자료 그리고 특수범주자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최,
적 정책모형을 제안하며 장서개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
과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직원은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장서개
발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장서개발 담당자는 명확한 목,
적과 목표 원칙과 지침에 따라 실무를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장서를 구축,
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장서개발정책은 장서개발 책임자 및 담당자의 인사이동 및 유고에 따른
실무수행의 지연이나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료선정과 수집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및 부서의 충돌과 중복성을 방지
함으로써 균형집서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장서개발정책은 내부적으로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장서개발에 대한 교
육훈련 및 오리엔테이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도서관,
의 국가적 중요성과 책무를 홍보하고 정부를 상대로 재정지원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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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합리적으로 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을 자료의 선택과 개발 제적폐기 등을 위한 실무, ․
지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장서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준거,
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장서개발정책을 성문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이를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장서의 성격 구성내용, ,
과 범위 수집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알리고 국가 수준의 어린이청소, ,
년장서 개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천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대외적 이미지가 제고되고 장서구축에 대한 신뢰감이 조성되며 자료이용,
도 촉진될 것이다.

⑥ 장서개발정책 성문화는 지역대표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이 어린이청소년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원용할 수 있어 관종별 장
서개발정책의 성문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⑦ 전국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담당 직원을 위한 실무연수 신입사서 장서( ,
개발 도서관정책 등의 과정 에 장서개발정책을 소개하고 수립 및 활용방, )
안을 교육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계획수립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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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내용과 방법3.

○ 먼저 외국의 주요 국가도서관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조사한다 그 대상 가운데 국가도서관은 미국 의회도서관 어린이문학센.
터 일본 국(The Library of Congress Children’s Literature Center),
제어린이도서관 영국(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국립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The British Library), (National Library of

이며 이어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Australia) , (International Children’s
독일국제청소년도서관Digital Library), (International Youth Library),

러시아국립청소년도서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Cotsen Children's
등의 사례를 조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사례Library .

중에는 미국의 뉴욕공공도서관 먼로카운티공공도서관 퀸즈도서관 일, , ,
본의 요코하마시립도서관 치요타구립도서관 스이타시립도서관 등을, ,
조사하여 각각의 장서개발정책 구성체계 및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사례는 대다수 어린이도서관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장서개발정책을○
수립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대표적인 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지침을 조사하여 참고한다 그 대상에는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남. ,
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고양시립화정어린이도서관 고양시립주엽어린이, ,
도서관 고양시립행신어린이도서관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지산초록도서, , ,
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안양어린이도서관 의정부어린이도서관 서귀포, , , ,
기적의도서관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자료선정지침 장서확충계획 국립, ,○
중앙도서관의 납본제도와 자료수집 방법 자료유형주제언어별 소장현, ․ ․
황 연차증가량 각종 기준과 매뉴얼 등을 최대한 수집한 후에 장서개, ,
발 및 보존관리의 현주소와 강약점을 분석하여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배경정보로 활용한다.

그리고 국내외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안한다 이를(CDP) .



6

위하여 미국도서관협회 장서개발정책문서의 기본구조를 근간으(ALA)
로 삼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현실과 특이사항을 최대한 반영하
여 표 에 적시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 -1> ·Ⅰ
제안한다.

○ 마지막으로 장서개발정책의 성문화에 따른 실천성을 담보하고 실무 활용성
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모형의 개발지침을 구체화한 각종 세부지침을 자료유
형별 매체별 장르별 및 주제별로 대별하여 제시한다, , .

< -1> (CDP)Ⅰ

1 서 문 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장서개발정책의 목적과 범위․

2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장서개발의 대상․
장서개발의 주체와 책임 조직부서( )․
장서개발의 방법 납본 구입 수증 국제교환 기타( , , , . )․

3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수집수준과 우선순위․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4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국내자료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어린이자료청소: , .․
년자료연구자료 개발지침 특수범주 자료 개발지침. , ,
전자자료 개발지침
외국자료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어린이자료청소: , .․
년자료연구자료 개발지침 특수범주 자료 개발지침. , ,
전자자료 개발지침

5
장르별 유형별 주제별, ,
집서수준 지침

기본지침․
장르별 자료의 포맷 및 특성별 기준 제시․
국내자료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어린이자료청소: , .․
년자료연구자료 개발지침 특수범주 자료 개발지침. , ,
전자자료 세부 개발지침
외국자료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어린이자료청소: , .․
년자료연구자료 개발지침 특수범주 자료 개발지침. , ,
전자자료 세부 개발지침

6 지적자유 장서개발과 지적 자유 및 저작권의 관계․
7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 주무부서( )․
장서개발정책의 개정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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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1.

장서개발은 자료소재의 파악 과 선정 으로부터 출(identification) (selection)○
발한다 자료선정은 도서관 장서를 개발하는 최초의 전문직 업무이다 즉. . ,
장서개발의 체계성과 최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선정이 명확하고 객
관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어린이자료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한 자.
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ay Bishop, The collection program in schools-Concepts and
Practices, 5th ed.. Libraries Unlimited, 2013.
 Phylis Van Order, Selecting books for the elementary school library
media center : A complete guide, Neal-Schuman, 2000.
 Betty Morris,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Libraries Unlimited, 2003)
 Sandra Hughes-Hassell & Jacqueline Mancall, Collection management
for youth : Responding to the needs of learners, ALA, 2005.
 어린이도서관문화재단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외 문헌,
및 사례 연구, 2010.
 마이클 설리반 어린이 서비스의 기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역, , ,
2006.

상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이자료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 기준○
을 정리하면 권위 적합성 범위 정확성 제시방법 문, , , ,① ② ③ ④ ⑤ ⑥
학성 미적 우수성 체제와 조직 특별요소 물리적 특성, , , , ,⑦ ⑧ ⑨ ⑩ ⑪
기술적 완성도 다른 작품과의 비교 시리즈 자료 가격 교육, , , ,⑫ ⑬ ⑭ ⑮
적 설계 활용도 번역서 장서구성 요소로서의 가치 기타 사, , , ,⑯ ⑰ ⑱ ⑲

Ⅱ ( )국내외 어린이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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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위①

 저작자 작가 삽화가 편집자 번역자 감수자 출판사 제작자 등 의 능력( , , , , , , )
은 어떠한가
 주제에 대한 저작자의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저작자는 그 주제분야 전문가 등 신뢰할만한 정보원에서 인용하였는가
 저작자는 당해 주제에 관한 다른 자료를 간행하거나 저술한 적이 있는가
 저작자의 다른 작품도 많이 읽히고 있는가

적합성②

 내용이 독자들의 연령 발달단계 독서수준에 적합한가, ,
 독자가 흥미와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인가

범위③

 책의 저작목적은 무엇인가
 내용의 범위가 목적에 충실한가
 책의 목적이 독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가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가
 관련 정보에 대한 기술은 개괄적인가 세부적인가 전문적인가, ,

정확성④

 자료는 최신성이 있으며 정확한가
 저자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있는가
 편향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작품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가

제시방법⑤

 제시방법이 주제에 적합하며 독자들에게 효과적인가
 제시방식이 편향되어 있거나 진부하지 않는가
 독자의 관심을 끌며 해당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도록 유도하는가



9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가
 용어해설이나 주가 독자의 주의를 분산시키지는 않는가
 삽화와 도표는 정보를 제시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야기를 전개,
하고 정보를 제시하는데 꼭 필요한가,
 삽화와 도표는 간단명료하며 쉽게 해석할 수 있는가
 삽화와 도표는 내용과 잘 어울리는가

문학성⑥

 주제와 주요 개념은 무엇이고 작가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전달방식이나 장르가 주제와 어울리는가
 줄거리 배경 인물 표현방식 등이 일관성있게 구성되었는가, , ,
 도입부는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가
 이야기에 도입 전개 결말의 구조가 있는가, ,
 작가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가
 작가는 이야기의 전개와 변화를 개연성있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야기에 시간과 장소의 배경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으로 올바른가, ,
 등장인물의 행동이 설득력있는가
 어휘와 문장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느낌을 잘 전달하는가
 작가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적절한 시점을 사용하는가

미적 우수성⑦

 그림은 알기 쉽고 주의를 끄는가
 책표지는 아름답고 관심을 유발하는가
 색채는 주제에 맞게 사용되었는가
 글과 그림은 균형있게 배치되었는가
 책을 양쪽으로 펼쳤을 때 가려지는 부분이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는가
 글씨체는 독자에게 적절한가
 표지를 보고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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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조직⑧

 정보는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렬되고 조직되었는가
 내용은 학생들이 잘 탐색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가
 주요 사항에 대한 강조 및 요약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는가,

특별 요소⑨

 색인은 해당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담고 있는가
 특정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제색인이 있는가
 장절 제목과 색인은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가
 발췌한 부분이나 해설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크기의 활자를 사용하는가
 참고문헌이 있는가

물리적 특성⑩

 회전율이 높은 그림책은 제본이 튼튼하게 된 것을 선택한다.
 복본이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자료는 페이퍼백으로 된 것을 선택한다.
 양장본의 경우 제본이 튼튼한가 표지의 때나 얼룩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가 책을 편하게 펼칠 수 있는가,
 책의 모양이 제목이나 주제에 적절한가
 종이가 얇아 뒷면의 인쇄된 내용이 비치지는 않은가
 자간과 행간이 독자가 보기에 적합한가
 여백은 글자를 읽는데 효과적인가
 활자 크기와 형태는 독자에게 적합한가
 그림과 텍스트의 배치는 적절한가
 영유아가 사용하는 장난감책이나 헝겊책은 안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팝업북이나 들춰보기책 등은 충분히 질기고 자연스럽게 펼쳐지는가

기술적 완성도⑪

 그림과 사진이 명확하고 독자의 시선을 끄는가
 글에 대한 그림의 비율이 내용과 대상독자에게 적절한가
 색상은 주제 또는 작가의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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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시각적 요소 내용 설명 등은 주의를 집중시키는가, ,
 음악 해설 대화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
 음향효과는 내용과 잘 어울리는가
 말은 분명하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자막기능이 있는가
 물체의 움직임 화자의 표현력 카메라 움직임 해상도 선명도는 효과적으, , , ,
로 사용되었는가

다른 작품과의 비교⑫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작가의 다른 작품과 얼마나 유사하고 다른가
 같은 주제의 다른 작품과 얼마나 유사하고 다른가,

시리즈 자료⑬

 각 작품은 장르에 따른 자료선정 기준을 만족시키는가
 넌픽션 자료에서 한 사람이 전체 시리즈를 저술할 경우 관련 주제분야 전,
체를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작가가 검증되어 있는가
 픽션 시리즈물 전체를 혼자서 저술한 경우 작가가 전작에 걸쳐 독자의 관,
심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가
 순서에 관계없이 각 자료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순서에 따라 읽어,
야 한다면 맨 먼저 읽어야 할 자료를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이러한 정,
보를 표지 및 표제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가격⑭

 가격 대비 자료의 가치는 충분한가
 가격은 같은 주제의 다른 자료에 비해 너무 비싸지는 않는가
 구입시 가격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지는 않는가
 시리즈물이나 전집류는 가격이 일정하거나 타당하게 책정되었는가

교육적 설계⑮

 자료는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고 창의성을 북돋아주는가
 내용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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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자료이용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표현방식이 흥미를 유발하는가
 전자자료는 프로그램의 특정한 부분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가
 색상 문장 소리 그래픽 등은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가, , ,
 지시사항은 명확한가
 알맞은 교육 보조용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가

활용도⑯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주제와 관련이 있는가
 해당자료를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자료활용 목적이 과제해결인가 정보습득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인가,
 책을 잘 읽지 못하는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교과과정과 연계된 책인가 교사가 학습지도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읽어주는 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번역서⑰

 원자료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는가
 자연스럽게 번역되었는가
 번역자의 자격은 적절한가

장서구성 요소로서의 가치⑱

 해당 자료가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자료를 갖춤으로써 하나 이상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기타 사항⑲

초보독자를 위한 자료ⓐ
 이야기가 짧은 문장으로 시작되는가 간단한 개념으로 시작되는가,
 등장인물과 배경에 대한 소개 내용이 첫 두 페이지 내에 제시되어 있는가
 한 줄 및 한 문장에 사용된 단어수는 적절한가
 새로운 문장은 맨 앞줄에서 시작하는가
 각 페이지마다 어떤 사건이 있는가



13

 작가는 호소력있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한 단어는 어린이에게 친숙한 것인가
 인쇄는 크고 뚜렷한가
 자간 행간 여백은 적절하고 효과적인가, ,
 글을 이해하는데 그림이 도움을 주는가
장애인을 다룬 자료ⓑ

 장애아를 모든 어린이의 전형적인 특징인 호기심 관심 활동력 행동양식, , ,
을 갖는 개체로서 묘사하고 있는가
 장애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가
 장애를 생활의 한 단면으로서만 기술하고 있는가 생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다루고 있는가
 장애를 가진 등장인물이 타인과 마찬가지로 성취와 행복을 경험하는가
 등장인물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는가
 등장인물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장애인이 다양한 직업분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가
 장애인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강조되지는 않는가
다문화문학(multicultural Literature)ⓒ

 소수민족의 관점 경향 느낌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과 경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민족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소설의 경우 민족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가
 모든 문화권에서 겪는 보편적 갈등과 문제를 다루는가
 삽화는 정확하고 민족적 정서를 반영하며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가, ,
 인종차별적인 개념 표현 어구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 ,
 사실에 입각한 자료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술된 것인가
 소수민족 출신의 등장인물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인종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 자아상이 뚜렷한가
 복식 머리모양 음식 가족문화 관습 등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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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2.

주요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2.1

미국 의회도서관2.1.1 (The Library of Congress)

개요 및 장서개발정책 현황1)

○ 미국 의회도서관은 년 월 일에 설립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세계 최1800 4 24
대의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이다 는 구입 수증 납본 교환 이관 등의. LC , , , ,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주요 수집분야는 국립농업도서관, (National

과 국립의학도서관 이Agricultural Library)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담당하는 농업과 임상의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특히 역사 사회과학 문학류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 .

○ 의 장서개발정책은 년에 수립되어 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LC 1993 2008
상태로 홈페이지를 통해 장서개발정책 을 공, (Collection Policy Statement)
개하고 있으며 서론 개발지침 집서수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 3 .

첫째 서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도 정부와 의회 학술단체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국가장: , ,
서를 개발하고 기존장서의 강점을 유지보완하는 수단이 되며,․
모든 직원에게 국가도서관의 거대하면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집
서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도구

 목적 : 다양한 고객의 지식정보 욕구 충족을 위한 최적의 장서 개발 지원
 기본원칙

는 의회와 연방정부기구가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서와1) LC
다양한 매체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는 미국인의 삶과 업적을 기록한 모든 도서와 다양한 매체자료를 수집해야2) LC

한다.
는 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인물과 사회집단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유용3)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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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원본이나 복사본의 전부 또는 대표작을 수집축적해야 한다.․

둘째 장서개발정책 문서의 요체인 개발지침은 주제별 및 매체별로 구성되어,
있다 표 에 집약한 바와 같이 총 개 주제 개 주제 및 매체별 지. < -1> 71 (65Ⅱ
침과 개 부록 지침으로 구성 로 구분하며 각각의 지침은 일반적 범위6 ) , , 연구를
위한 강점 수집정책 자료 수집처 등이 기술되어 있다, , .

< -Ⅱ 1> LC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농업1. 문학과 언어34.
인류학 고고학 민족학2. , , 지역사35.
생명공학 과 공동 수립3. (NAL, NLM ) 필사본36.
지도자료 공간정보자료4. , 수학37.
화학5. 의학38.
어린이 문학6. 군사학39.
만화 카툰7. , 동영상자료40.
컴퓨터과학 전자통신 인공지능8. , , 음악41.
요리 영양 식품공학9. , , 해양과학42.
무용10. 신문 외국43. ( )
개발도상국11. 신문 미국44. ( )
학위논문12. 화폐 우표45. ,
지구과학13. 일반 정기간행물46.
경제 경영14. , 철학47.
교육15. 사진48.
환경공학16. 물리학49.
단명자료17. (Ephemera) 정치학50.
민족관련자료18. 심리학51.
판타지 과학소설19. , 종교52.
미술 응용미술 비도서자료20. , ( ) 과학 일반53.
미술 장식미술 도서 및 연속간행물21. , ( ) 사회 및 단체54.
민속학22. 사회학55.
족보학23. 음반자료 및 라디오56.
총류2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57.
지리 및 지도제작25. 규격58.
정부간행물 외국26. ( ) 기술보고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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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집서수준 은 컨스펙터스 를 준용하여, (Collecting Level) (Conspectus)
표 와 같이 기호로 표기하여 수집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2> .Ⅱ

정부간행물 미국27. ( ) 기술공학60.
과학사 기술사28. , 전화번호부와 도시명감61.
영양 식품 과 공동 수립29. , (NAL, NLM ) 극장62.
국제조직30. 번역63.
법학31. 미국사64.
문헌정보학 서지학32. , 재향군인 참전용사 역사 프로젝트65. ( )
생명과학33.

Supplementary Guidelines
북쟈켓1. 마이크로자료4.
전자자원2. 비도서관자료5.
희귀언어자료3. 웹 아카이빙6.

< -Ⅱ 2> LC

기호 집서수준 내용
0 제외수준 도서관의 수집범위에서 벗어나 수집하지 않음

1 최소수준 매우 기본적인 자료 외에는 거의 선택하지 않음

2 기초정보수준 주제에 관하여 입문적인 지식과 개요를 제공함

3
학습 및
교육지원
수준

주제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유지 보완하는 데 적합함 ,
전문적 연구를 지원하기에는 낮은 수준
독립연구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은 물론 공공 및 특수도서관 ,
이용자의 학문적 요구를 지원하는 데 적합함

4 연구수준

연구보고서 새로운 연구결과 과학적 검증결과 기타 연구자 , , ,
에게 유용한 정보는 물론 학위논문과 독립연구에 필요한 주
요 정보원을 포함함
박사과정 및 기타 순수연구를 지원함

5 망라적 수준

도서관이 매우 제한된 주제 분야에 대하여 모든 실용 언어로
쓰인 기록지식 즉 모든 주요 자료를 소장하고자 노력함
한 주제 분야에 관한 전문장서를 유지하며 자료를 포괄적으
로 소장하는데 목적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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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도서관 어린이문학센터2) (Library of Congress Children's
Literature Center)

○ 미국 의회도서관 내 희귀서 및 특수장서 부서(Rare Book and Special
소속 센터로 년에 설립되었다 어린이 문학 전문Collections Division) 1963 .

가가 도서 열람실에서 근무하면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자를 지원하
고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안내를 수행하며 어린이 그림책 전시 등의 전,
시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 미국 의회도서관은 보드게임 음반 지도 그림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 , ,
함한 약 권의 어린이 책과 관련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500,000 .
자료들은 모두 에서 소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서관의 서가LCCLC , ,
에 관련 주제별로 배가되어 관리된다.

○ 어린이 청소년 관련자료에 대한 장서개발정책서는 의 장서개발정책 가운LC
데 어린이문학 영역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발췌(Children Literature) , ․
요약하면 표 과 같다< -3> .Ⅱ

< -Ⅱ 3> LC

구 분 주요 내용

범위1.

아동문학 이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보전 (Children's Literature)
달 및 흥미제공을 위해 저술되고 출판된 자료로 비소설 문학 및, ,
예술 장르와 모든 물리적 형태를 포함
어린이 청소년 자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은 영 PZ
역이며 이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일반 자료에서부터 보존 자료에,
이르기까지 도서관 전체 장서 가운데 분산되어 있음
영미 출판물 뿐 아니라 외국어 자료 기증 구입 기탁 등을 통한 방 ( , ,
법으로 입수 차 자료를 포함), 2

강점2.

다양한 주제범위와 시대를 초월하는 일관성 차 자료에 강점이 있 , 2
으며 특히 미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뿐 아,
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및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 탁월
수서 및 자료 제공에의 강점
희귀서 및 다양한 외국 출판물 다양한 형태의 아동문학 연구 관련 ,
자료 디지털화 된 삽화 컬렉션 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 ,

수집정책3. 형식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위임받으며 지침에서 명시하는 특정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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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국회도서관2.1.2 (National Diet Library, Japan)

개요 및 장서개발정책 현황1)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인 동시에 국회도서관
으로서 년 국립국회도서관법 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설립되었다 국, 1948 .｢ ｣
립국회도서관은 년에 설립된 문부성 소속의 제국도서관 당시 서적관1872 ( )
과 년에 개설된 구 헌법 하의 제국의회에 소속된 양원의 부속도서관을1890
그 원류로 하고 있다.

○ 국립국회도서관은 국내의 출판물을 최대한 수집보존하고 화하여 전국서· DB
지를 작성하며 국회 행정 및 사법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

○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 수집은 납본 구입 수증 국제교환 기탁 등의 방식, , , ,
으로 이루어진다 국회도서관 자료 수집의 근간이 되는 납본이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지만 고서나 외국 자료 등 구입이나 수증 교환 등의 방법을 통,
한 수집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외에 전자자료 납본과 인터넷 정보 수,
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해당하는 자료수집방침서는 년 관장1993
결정 제 호로 제정되었으며 회에 걸친 개정 이후 년 월 전자정보의2 , 3 2009 7
장을 추가하는 등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방침서는 수집하는 자.
료의 기본방향 수집범위 우선순위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서문 국내, , , ,
자료 외국자료 전자정보 입법관계자료 중요도 및 수집수준의 기호로 구성, , , ,

료를 제외한 미국 내의 모든 출판물을 수집

수집처4. 저작권을 기탁 받으며 그 외 교환 기증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 , , ,
전자데이터베이스의 식별 평가 획득 , ,

수집수준5.

어린이 청소년 자료의 경우 분류표 상 부터 에까지 이르 LC A P, Z
는 넓은 주제범위를 가지며 수집수준은 레벨 로 함, 5

을 제외한 외국어로 된 청소년 순수 문학은 레벨 으로 PZ 5-90 3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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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쿄 본관 간사이관 국제 어린이도서관으로 구성되며, , ,
국제어린이도서관은 국립국회도서관의 분관이다.

국제어린이도서관2) (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 일본 국제어린이도서관 은(International Library of Children’s Literature)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의 국가도서관인 국' ' 22
립국회도서관의 우에노 지부도서관으로 년 설립되었다 일본 국립국회2002 .
도서관에 소속된 어린이자료 전문도서관으로 어린이 책은 세계를 잇고 미' ,
래를 개척한다 는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립 아동서 전문도.' , ‘
서관 어린이와 책의 만남의 장소 어린이 책 뮤지엄이라는 세 가지 기본’, ‘ ’, ‘ ’
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의 아동서 국가대표 도서관이다.

○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일본내외의 풍부한 자료와 정보자원을 활용해 어
린이 책 관련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
의 어린이 도서 및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보존 제공하고 조사연구, , , ,
연수 정보 제공을 비롯한 어린이 도서 어린이의 독서와 관계되는 다양한 활,
동을 지원한다.

○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아동도서 및 관련자료의 수집 보존 제공과 관내, ,
서비스 및 원격이용 서비스 전시회 및 행사 전자도서관 사업 학교도서관, , ,
등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 아동도서 및,
아동 잡지와 아동도서 관련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국내자료의 경우 법정. ,
납본제도에 의거해 일본 내의 어린이 도서나 어린이잡지 학습 참고서나 어,
린이 전용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외국자료의 경DVD, CD-Rom ,
우 국제교환이나 기증에 의하여 수집하고 있다 현재 약 개국의 어린이. 120
도서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방침에 준
하여 적용되며 자료수집방침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 ․
하면 표 와 같다< -4>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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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4> ( )

구분 주요내용
제 장 국내자료1

1.1
기본방향

1.1.1
적용범위

일본에서 발행 제작된 자료에 대해 기술된 언어에 관계없이 모 ,
두 취급
한적 또는 일본관계 자료 중 쇼와 년 년 이전에 일본의 20 (1945 )
구식민지 등에서 발행 또는 작성된 자료에 관해서도 그 역사적
경위 또는 수집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본장에서 취급

1.1.2
수집방침

일본 내 출판물은 납본제도를 기반으로 망라적으로 수집
납본 외에 구입 기증 또는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의 이관방식 ,
을 통해 수집
내용이 동일해도 매체가 다른 경우 종이 마이크로 전자 등 각 , , ,
각의 매체별로 최선의 것을 부 이상 수집하여 보존1

1.4
장서로서
의 수집

1.4.6
아동서

적용범위1.4.6.1
아동서는 대개 세 이하의 이용자를 위한 자료로 그림책 아동 18 , ,
문학 논픽션 등 협의의 아동서 외에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포, (
함 학습참고서 및 일부의 청소년 자료나 만화를 말함),

수집범위1.4.6.3
납본수집과 더불어 납본제도 실행 이후의 미소장 출판물의 발굴
노력을 통하여 망라적으로 수집
메이지 타이쇼 쇼와 시대 전기에 발행된 미소장 아동서에 대해 , ,
서는 잡지 및 신문의 결호분을 포함하여 전문서지 및 전문 사전
류에 수록되어 있는 등 서평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폭넓게 수집

1.5
복본정비

국제
어린이
도서관

아동서 아동문학 아동문화 전승문학 등을 주제로 하는 자료 및 , , ,
아동독서 아동도서관 등에 관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
기타 조사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반 참고도서류 잡지 및 신 ,
문 어린이 방 및 세계를 알 수 있는 방에서 열람에 필요한, ‘ ’ ‘ ’
개가용 자료 및 학교도서관 대출용 자료는 선택적으로 수집

제 장 외국자료2

2.1
기본방침

2.1.1
적용범위

일본 국외 또는 일본 내의 외국 대사관 등에서 발행 혹은 작성
한 자료

2.1.3
수집방침

외국자료는 국정심의 학술적 조사 연구 또는 참고봉사에 도움이 ,
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구입 국제교환 기증 등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 , ,
언어는 원칙적으로 번역자료 뿐만 아니라 원어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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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립도서관2.1.3 (The British Library)

○ 영국 국립도서관은 대영박물관도서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대영박물관,
도서관에 집적되어 있던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귀중서 사(
본 초판인쇄본 등 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영국 국립도서관은 세계의 지적, ) . ,
과학적 문화적 유산을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그것을 핵심자원으로 삼아, ․
자국 내의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영국 국립도서관은 납본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 ,
있다 납본의 경우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을 법적 납본 방식으로 전자잡. , , , ,
지 음반 기타 오프라인 출판물을 자발적 납본 방식으로 수집한다 구입의, , .
경우 첫째 외국에서 출판된 연구수준의 최신 외국어 및 영어자료와 라이선, ,

내용이 동일하나 매체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매체별로 부를 , 1
수집 보존,
동일한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무상 제공되는 경우 제공기관의 ,
신뢰성이 높고 이익이 되며 장기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 ,
면 종이 매체에 의한 수집을 계속하지 않는 문제도 검토

2.3
장서로서
의 수집

2.3.12
아동서
및

관련자료

적용범위2.3.12.1
과 동일 1.4.6.1

2.3.12.3
각국 아동문학사 상 주요한 작품이나 작가의 대표작을 적극적으
로 수집
권위 있는 아동서 수상작품이나 일본어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번역서 또한 적극적으로 수집
일본어로 번역된 아동서의 원서는 선택적으로 수집
아동문학사 상 높게 평가되는 것을 제외한 만화는 수집하지 않
음
타국의 아동서를 원작으로 하는 번역서는 수집하지 않음 일부를 (
제외)
관련자료의 경우 기본적인 참고도서 및 연구서를 선택적으로 수
집하고 참고도구 중심의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은 엄선하여 수집,

2.4
복본정비

국제어린
이도서관

어린이 방 및 세계를 알 수 있는 방에서 열람에 필요한 개가 ‘ ’ ‘ ’
용 자료 및 학교도서관 대출용 자료는 선택적으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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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계약을 통한 디지털 출판물의 수집 둘째 주제와 포맷 시대를 불문하고, , ,
역사적 기록에서 누락된 부분을 채우는 자료 셋째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 ,
비스를 위한 법정 납본자료의 복본구비의 세 가지 범주 내에서 행해진다 또.
한 필사본과 개인문서의 수증이나 대안적 공급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한 국가
의 자료를 교환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납본과 구입이 수집 자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영국 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그림 처럼 일반정책 장서의 목< -1> (Ⅱ
적 납본 구입자료 기증과 영구대여 수집 윤리 전시를 위한 대출 복본, , , , , , ,
보존 및 폐기 협력 과 세부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장서개발정책은, ) ,
국가지역별 정책 개와 자료 유형주제별 정책 개로 구성되어 있다10 10 .․ ․

○ 장서개발정책 중 어린이 청소년 자료에 대한 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장서개발정책의 세부장서개발정책이 일반정책을 근거로 하는 세부지침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지역별 정책의 경우 유럽에 치중되어, ․
있고 자료 유형주제별 정책의 경우 다루고 있는 주제가 과학 기술 비즈니, , , ,․
스 음악에 한하고 있어 그다지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 .

< -1> BLⅡ

장서의목적․
납본․
구입자료․
기증과영구대여․
수집윤리․
전시를위한대출․
중복복본( )․
보존과폐기․
협력․
세부장서개발정책․

일반장서개발정책
British and Irish․
Asian and African․
Studies
Dutch․
French․
German․
Greek(modern)․
Hispanic․
Italian․
Scandinavian․
East European․

Manuscripts․
Music․
Patents․
Philatelic․
Science, Technology &․
Business
Early Printed․
Maps․
Newspapers․
Sound Archive․
Web Archiving․

세부장서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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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립도서관2.1.4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호주의 국가도서관인 는 년 호주NLA(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1901
연방 성립 후에 연방의회 및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연방의회도서관

을 기원으로 한다 현재 는 호(Commonwealth Parliamentary Library) . NLA
주 최대의 참고도서관으로서 호주 및 호주국민과 관련된 국가적으로 중요,
한 자료는 물론 비호주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호주․
의 문화와 유산의 활력을 지속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범국가적 장서개발과 지식문화유산NLA
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는 호주의 중요한 지식문화유산인 도서 잡지 단NLA , ,
명자료 전자자원 필사본 지도 음악 신문 구술기록 공연예술 그림 등을, , , , , , , ,
법적 납본 구입 교환 수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개발하고 있다, , , .․

○ 는 호주에서 출판된 자료 도서 잡지 지도 신문 인쇄형 음악자료 의NLA ( , , , , )
복본을 납본방식으로 수집한다 구입의 경우 과거자료와 누락분 마이크로. , ,
폼 마이크로피시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카드 은 국가장서를 보충하는 차( , , )
원에서 정상적인 구입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필사본과 그림과 같은 미출.
판자료도 구입이나 수증방식으로 수집한다 연방선거 년 시드니 올림. , 2000
픽과 같은 이벤트 자료 호주 년 기념축제 등을 통하여 생산된 단명자료, 200
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등 는 적극적인 수서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한다( , , ) .

○ 의 장서개발정책은 국가장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호주에서 생산된 자료NLA
및 해외자료에 대한 수집의 범위와 특성을 정의한 것으로서 의 직원NLA ,
다른 도서관 독자 일반대중에게 국가장서의 범위와 깊이에 관한 정보를 제, ,
공할 뿐만 아니라 수집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년 월에 최종 개정된 의 현행 는 총 개 항목과 부록색인2008 10 NLA CDP 18 ․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재정리하면 그림 와 같이 개 부문 서, < -2> 6 (Ⅱ
론 호주자료 일반 인쇄자료와 전자자원 특수자료 해외자료 부록 색인, ( , ), , , , )
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집서수준의 경우 컨스펙터스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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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서개발정책 중 어린이 청소년 자료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존재하NLA
지 않는다 다만 전체 장서개발정책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 자료와 관련이. ,
있는 부분을 발췌요약하면 표 와 같다< -5> .․ Ⅱ

< -Ⅱ 5> NLA ( )

구성 주요 내용

2.

호주

인쇄

자료

정의 호주의 인쇄자료에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 마이크로폼 단명자료3.1 , , , , ,
포스터 등이 포함된다.

언어 호주의 인쇄자료는 언어와 문자를 불문하고 모두 수집한다3.2 .

수집

여러 대규모 기본장서는 호주 및 태평양 지역의 초기 역사와 관련된3.3
인쇄장서의 기초가 된다 여가에는 장서NLA . Ferguson , Rex Nan
장서 장서 호주 조류학에 관한 장서 등의Kivell , Petherick , Mathew

전문장서가 포함된다.

절판된 인쇄자료는 확인과 구입 법적 납본수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3.4 ,
장서를 구축하였다 년 에 법적 납본조항이 최초. 1912 Copyright Act｢ ｣

< -2> NLAⅡ

서문1.
호주자료 일반2. :
호주인쇄자료3.
호주전자자원4.
필사본5.
구술사및민속자료6.
그림7.
지도8.
음악9.
특수집서 댄스10. :
해외자료 일반11. :
해외전자자원12.
해외자료 아시아13. :
해외자료 태평양14. :
해외자료 특수주제15. :
해외정부간행물국제기구16. ․
해외신문17.
희귀서18.

부록 집서수준기호:
색인

각 세부정책 아래는 목적 정의 수집 장서접근 다른 기, , , ,․
관과의관계등의세목을선택적으로적용함
호주 인쇄자료는 자료유형광고자료 예술가 도서 달력과( , ,․
다이어리 교과과정 자료 접근제한 자료 단명자료 가족, , , ,
사 및연대기 정부간행물 한정판 장애인자료 마이크로, , , ,
폼 복합매체키트 신문 특허 포스터 소급절판자료, , , , , ( ) ,
연속간행물 학위논문으로세분기술함, ) ․
해외자료 중 특수주제는 총 개 주제인류학 예술과 건28 ( ,․
축 전기 경제상업커뮤니케이션운송 교육 계보족보, , , , ( ),․ ․ ․
지리 역사 저널리즘과 출판 언어와 언어학 법률 도서, , , , ,
관학 문학 경영 지도 군사학 음악 공연예술 철학 체, , , , , , , ,
육과 오락 정치학 심리학 행정 참고자료 종교 과학, , , , , , ,
사회학 통계학로세분하여기술함, )

서문․
호주자료 일반 인쇄자료 전자자원: , ,․
특수자료 필사본 구술사및민속자료 그림 지도 음악: , , , , ,․
댄스 희귀서,
해외자료 일반 전자자원 아시아 태평양 특수주제: , , , , ,․
정부간행물및국제기구 신문,
부록 집서수준지표:․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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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되었으나 년대까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납본조항을 제대로, 1950
활용하지 못하였다 년 의 납본조항과 정부간행물. 1968 Copyright Act｢ ｣
에 적용되는 다양한 합의에 따라 는 인쇄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NLA
하여 왔다.

그 결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호주의 심층적 학문연구를 지원할 수 있3.5 ,
는 포괄적인 장서를 구성하였다 는 자체적으로 수집하지 않는 자. NLA
료가 국내 다른 기관에서 수집보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도서관 장서에 포함될 자료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정보내용이다3.6 .
이것은 주류 출판계 외에서 발간된 자료의 단명성이나 출판지를 불문
하고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한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수집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호주사회의 최신 경향을 나타내는 공개.
토론회의 논의 연합모임 및 단체와 관련된 상당한 정도의 문헌이 포함,
된다.

도서관은 해외에서 출판된 호주 인쇄자료를 최소한 권씩 소장하고 있3.7 1
다 이러한 출판물은 의 선정활동과 해외 공급자에 의해 수집된다. NLA .

예술서

예술서는 예술품 및 공예품으로 제작된 도서로서 선택적으로 수집된3.11
다 도서관은 다양한 예술가의 도서를 폭넓게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달력과

다이어리

정치적 또는 사회적 쟁점 예술가 취미처럼 특정주제의 달력 및 비즈3.12 , ,
니스 다이어리는 변화하는 사회적 편견이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일반적으로 달력에 적힌 중요사건 수치적 정보. , ,
기타 사실 그림 등과 같이 다이어리와 관련된 정보 이상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문구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수집하지 않는다.

교과과정

자료

도서관은 교육자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상업출판사 및 대학출판부의3.13
출판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또한 는 연방정부기관 교육관련. NLA ,
단체 및 협회의 출판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이.
나 그 하부의 특별부서가 출판한 것으로서 대중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
할 수 있는 연구논문과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한다.

도서관은 다음의 범주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3.14 .
국립도서관은 주 정부기관 지역자치정부기관 비정부 교육기관이 출판- , ,
한 초중등 교과과정 자료
중등학교 등의 시험문제지-
학습노트 강의보조도구 등과 같은 학급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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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멀티미디

어키트

도서관은 인쇄자료가 포함된 멀티미디어키트를 수집한다 그러나 멀3.26 .
티미디어키트의 비인쇄자료는 연방정부의 법정 납본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문

도서관은 호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을 수집하지만 다음의 범주에3.27 ,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 신문을 포함하여 주로 광고목적으로 대부분이 광고로 구성된-
신문
교외와 지방에서 배포되는 신문-
주로 지역사회의 관심사항을 압도적으로 수록한 신문-
지난 신문과 소급 인쇄본은 마이크로형태로 입수할 수 있는 때만 수3.28
집한다 마이크로형태 신문의 소급적 수집은 인쇄신문의 수집정책을 따.
른다 그러나 적용의 기간 비용 역사적 및 지리적 중요성 연구가치. , , ,
등과 같은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서관은 호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3.29 .
이를 위하여 호주신문계획기구를 통하여 다른 기관과 협력할 것이다.

15.
특정
주제

일반
도서관 장서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15.1 .
음의 주제리스트는 현행 집서강도 뿐만 아니라 기존장서의 강점분야를
나타낸다.

전기

대다수 주제분야는 주요 저자의 광범위한 전기적 편집물과 전기를 소15.6
장한다 도서관은 모든 주제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의 전기를 수집하는.
데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방대한 전기적 정보의 편집물도,
함께 수집한다.

전기적 자료는 해당주제나 학문 자체에서 취급되는 수준으로 수집된15.7
다 참고자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영역까지 다루기 위하여 수집.
되며 지역에 따라 연구수준으로 수집될 수 있다, .

교육학

이 분야의 단행본은 기본장서로서 전체적인 발전과 이론을 알려주는15.11
데 수많은 저명한 고등교육기관 주로 영국과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의, ,
역사에 강점이 있다 미국 교육자원정보센터의 모든 자료는 온라인 접.
근이 가능하다.

교육학 자료는 기본수준 컨스펙터스 수준 으로 수집된다 이러한15.12 ( 2) .
자료는 교육이론 정책개발과 교육시스템 계획과 관련된 측면을 다룬,
다 는 유네스코와 같은 정부간기구의 출판물과 정부간행물 미국. NL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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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을 수집한다 과거의 관, , , , ) .
행에 따라 교과서 교과과정 자료 교사용 자료 및 관련자료는 수집하, ,
지 않는다.

역사

는 모든 국가의 정치사 자료를 깊이 있게 수집하고 있으며 많15.16 NLA ,
은 국가의 역사를 취급한 기초장서를 강력한 의지로 개발하여 왔다 특.
히 영국 미국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장서는, ,
연구수준으로 개발되었다 역사분야의 연속간행물은 폭넓게 선정하여.
왔으며 마이크로형태와 전자형 연구장서는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수집,
한다 호주와 영국이 역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가계.
와 관련된 연구정보가 장서에 잘 반영되어 있다.

는 역사분야의 자료를 기본수준 컨스펙터스 수준 으로 수집15.17 NLA ( 2)
한다 수집된 자료에는 역사의 철학과 이론 글로벌 동향 사회문화정. , , ․ ․
치적 사건과 시사적 이슈를 설명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서관.
은 현재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반역사에 관한 연속간행물
과 당대 사건의 리뷰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도서관은 세기 이후의 역사를 다룬 자료 특히 호주 내부와 호주15.18 18 ,
와 관련된 동향과 사건을 취급한 자료의 경우 한 단계 높은 중간수준,
컨스펙터스 수준 으로 수집한다( 3) .

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태15.19 NLA , , , , ,
평양에 관한 역사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동아시아 태국 인. , ,
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에서 발간된 자료는 연구수준 컨스펙터스 수준, (
으로 수집하고 동남아시아 태평양 남아시아의 기타 지역자료는 중4) , , ,
간수준 컨스펙터스 수준 으로 수집한다 도서관은 현대자료 특히( 3) . ( 19
세기 중반 이후 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반면에 그 이전 시대의 자료)
는 기본수준 컨스펙터스 수준 으로 수집한다( 2) .

언어
언어학

도서관의 장서에는 영어중심의 주요 개 국어사전 다국어 사전 단15.21 2 , ,
일어 사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언어를 취급한 전문용어사전 등,
이 포함된다 도서관의 가장 강력한 장서는 파푸아뉴기니 태평양 지역. ,
의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마이크로필름형태로 소장된.
필사자료로 지원된다.

언어 및 언어학 자료는 그 참고적 가치 때문에 수집된다 현재의 언15.22 .
어사전은 참고자료의 일부로 수집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언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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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에 관한 자료는 상당히 집중적 컨스펙터스 수준 으로 수집된( 2)
다.

문학

도서관은 고대 그리스와 라틴의 풍부한 고전을 소장하고 있다 영국15.30 .
년 이전 미국 년 이전 캐나다 년 이전 의 초기 문(1801 ), (1820 ), (1990 )

학장서는 연구수준으로 간주될 정도로 주요한 작가의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강력한 마이크로자.
료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세기 작가에 대한 장서가. 20
균질하지 않으며 현대의 진지한 소설 드라마 시는 선별하여 대표적인, , ,
사례만 소장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유럽의 언어로 기술된 주요.
문학작품과 러시아어 저작물은 초기자료에 강점이 있으나 후기자료는
균형적이지 못하다 반면에 일부 아시아 언어 특히 동아시아어로 된. ,
자료는 매우 강한 집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대다수 언어로.
기술된 자료의 집서는 최소수준이다.

영어로 된 문학자료는 원본이나 번역본을 불문하고 문학적 가치와15.31
그 사회문화적 이슈의 취급범위를 고려하여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한다.
독창적인 자료와 중요한 문화적 연구논문은 다른 주제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이나 문맥상의 자료로 간주하여 수집할 수 있다 주요 전.
기문학 문학비평 연속간행물도 수집한다 아시아와 태평양의 대표적인, , .
문학자료와 현대문학과 관련된 문학비평도 선별하여 수집한다.

공연예술

도서관의 공연예술에 관한 장서는 균형적이지 못하며 최소수준으로15.35 ,
개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전기자료를 소장하고 있으.
며 발레를 포함한 연극과 무용처럼 상대적 강점을 유지하는 영역도 있,
다 영화 영화산업과 관련된 인쇄자료는 중간수준으로 수집하여 왔다. , .

영화 라디오 연극 무용 기타 대중공연 표현물에 관한 표준자15.36 , TV, , , ,
료는 걸출한 인물의 전기와 함께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통적인 공연예술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철학

도서관장서는 철학의 다양한 측면 특히 세기와 세기초 영미사15.37 , 19 20
상에서 지속적이고 독립된 연구를 지원하기에 충분하다 학술단체의 기.
초적 수준 전문가 및 국가수준의 학술지와 출판물로 구성된 장서는 당,
대의 사상과 발전을 대한 폭넓게 개관하고 있다.

철학에 관한 일반자료는 최소수준 컨스펙터스 수준 에서 더 선별15.38 ( 1)
적으로 수집한다 여기에는 철학의 특수학파 윤리학 사회철학 철학의. , , ,
일반적 발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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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장서를 이용한 다양한 교사 및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NLA .
교육과정 기반의 워크샵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투어 및 프리젠테이션을 제,
공하며 어린이청소년이 장서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
로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장서에서 책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
행하는 어린이의 학습이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Explore by yourself,
는 어린이 영화를 상영하는 그리고 스토리텔링 등Children's Films,

 교사용 프로그램
도서관 장서 및 정보자원Mapping the Curriculum teacher event :∙ 　

을 이용하여 호주의 지리 및 역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구성 세계의.
가장 큰 지도 도해서 지구본 과학도구 등을 전시하는, , , Mapping Our

체육과
오락

도서관의 체육 및 오락장서는 일반적으로 최소수준이다 올림픽 경15.39 .
기와 같은 일부 주제는 더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도서관은 체육과 오락자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선정된 자료를 수집15.40
컨스펙터스 수준 한다 일부 자료는 다른 국가나 지역의 대중문화와( 1) .
의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올림픽 경기와 같은 국제스포츠 행사에 대한,
호주의 참여를 보여줄 의도로 수집한다.

심리학

도서관은 심리학 자료를 최소수준 컨스펙터스 수준 으로 수집한15.43 ( 1)
다 이것은 심리학의 추세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선별수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관계 인간개발 커뮤니케이. , ,․
션 등의 응용심리학 자료도 부분적으로 수집한다.

참고
자료

도서관은 호주사회에 참고 및 정보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15.46
지원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참고자료는.

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Guidelines for the Reference Collection .｢ ｣

과거 가이드 명감 서지와 같은 인쇄출판물에 존재하던 정보의 인터15.47 , ,
넷 이용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
로 도서관은 인쇄형의 수집보다 전자포맷으로 접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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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관람 포함World
의 장서 및 서비스를 학교의 전문적인Teachers' Know-How : NLA∙

학습개발프로그램과 통합하여 교사들이 학습과 관련된 장서와 도서
관의 정보자원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학생용 프로그램
∙Alexander Bunyip's Under the Lake: the real history of Lake Burley

호수 조성 년을 기념하Griffin school performance : Burley Griffin 50
여 호수와 관련된 역사 미스터리 전설 등에 대한 세션을 진행 학, , . 3-6
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수업 교육자료 제공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를 웹페이지에 게시하여 수업시간
에 활용하거나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① Tracking Indigenous Studies through the NLA collection
② Downloadable exhibition activity sheets
③ Collection Connections for Teachers
④ Library websites, interactives and online exhibitions
⑤ Trove resources for teachers
⑥ External websites, interactives and online exhibitions

 Treasure Explorer(http://treasure-explorer.nla.gov.au/)
 호주의 역사와 관련한 풍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역
사적 물품 공적 기록 이야기 등의 갤러리를 제공함, ,

 가 소장한 호주 역사자료 뿐 아니라 이용자 공유를 통하여 자NLA
료를 수집하고 웹페이지 상에서 서비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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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전문도서관 장서개발정책2.2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2.2.1 (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

○ 메릴랜드대학 내에 있는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University of Maryland)
은 세계 어린이문학을 폭넓게 수집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무료로 제(ICDL)

공함으로써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 다양한 생각 등에 대, ,
하여 배우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 은 국제적인 아동 도서의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국립과학재단ICDL
과 연방정부 소속의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 의 투자로 진행(NSF) (IMLS)

된 년 프로젝트이다 인터넷 아카이브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메릴랜드대학5 .
에서 진행되었다.

○ 은 개 언어로 된 디지털장서 권을 구축하여 제공한다ICDL 61 4,643 .

○ 장서개발정책은 목적 및 개요 수집범위 선정기준 수집과정 자료의 재검토, , , ,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하면 표 과 같다, < -6> .․ Ⅱ
(2005. 3. 7. Version 8.2)

< -Ⅱ 6> ICDL

구분 내용

1. 목적 및
개요

프로젝트의 목적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어린이 교사 사서 학부모 그리고 학자들, , , ,
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최소 개의 언어로 된 권 이상의 컬100 10,000
렉션을 만든다.

∙전자형태로 책을 검색 브라우징 독서 공유하는 어린이를 지원하는, , ,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개발에 디자인 파트너로서 어린이들과 협
력한다.

∙더 나은 권한 관리의 개념과 디지털 시대의 공정 이용 을" (fair use)"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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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공공 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이 장서개발과 프로
그램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다.

∙아이들의 다문화 자료 디지털 컬렉션에 대한 접근과 도서 도서관 독, ,
서 기술 및 다른 나라와 문화를 향한 아이들의 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개발한다.
이용자
∙ 세 어린이와 사서 교사 학부모와 이 연령대의 아이들과 함께3-13 , ,
생활하는 보호자

∙국제적 학자와 아동 문학 분야의 연구자

수집범위2.

컬렉션은 포함되는 자료들
∙인쇄 및 저작권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자료
∙절판되었지만 국가의 저작권 보호 내에 있는 발행된 자료,
∙공공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헌과 현대 문헌 수상 경력이 있는 자료 ,
작가 또는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신상 정보 같은 자료의 이해를 확장
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음

선정기준3.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해야 함
도서관의 이용자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이용자에게 적합해야 함
학자 및 연구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질만한 자료
∙컬렉션에서 범위와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자료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있는 자료
∙수상작 같이 예술적 역사적 문학적 품질의 우수함이 나타나는 자료, ,
∙프로젝트의 연구 우선순위에 기여하는 자료
자료 선정 시 고려할 점
∙국가 민족 문화간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지원해야 한다, , .
∙관용과 수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국제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력에 기여해야 한다.
∙ 사이 연령의 어린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매력을 가져야 한다3-13 .
∙내용 형식 및 프레젠테이션의 측면에서 전문적인 품질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의 어린이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컬렉션의 의도 된 대상의 연령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원래 발행된 형태에서 각색하거나 축약,
하지 않아야 하지만 원래 발행된 저작이 다른 저자의 축약본이거나,
각색본이라면 컬렉션에 포함 될 수 있다.

∙디지털 형식으로 효과적이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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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청소년도서관2.2.2 (International Youth Library)

○ 독일 국제청소년도서관 은 세계의 어린이청소년 문학분야 전문도서관(IYL) ·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크며 년에 개관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1949
수집하고 전시회 및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와 국가의 어린이
문학과 어린이문학 작가를 지원하고 있다.

○ 은 어린이문학 연구자를 지원하는 연구도서관 과 일반IYL (Study Library)
이용자를 위한 대출도서관 으로 구성되어 있다(Lending Library) .

 연구도서관(Study Library)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어린이문학 연구자와 어린이문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다 세계 각국의 차 자료 권 학문적인. 2 30,000 ,
정기간행물 종 개의 문서 전 세계 명의 어린이청소년250 , 40,000 , 4,200 ·
책 작가들과 명의 그림책 작가들에 대한 신문기사 클리핑 희귀본1,350 ,

회색문헌 등을 소장하고 있다 도서(limited editions), (grey literature) .
관 안에 비치된 책들은 바로 열람 가능하나 별도 서고에 있는 책들은,
신청한 날로부터 수일 내에 열람이 가능하다.

 대출도서관(Lending Library)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개 언어로 된 도서 권과 미디어 장서13 25,000
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도서관 내의 자료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
이 가능하다 독일어 도서 권외에 네덜란드어 영어 불어 그리. 12,000 , , ,

수집과정4.

공공영역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자료
국립도서관이나 자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기부
제작자 및 발행인 또는 법적 권한을 가진 단체와의 계약을 통한 취득
계약을 통한 인수

재검토5. 자료의 컬렉션 적합 여부
주 이용자의 요구와 관심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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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 , , , , ,
스페인어 터키어 도서도 비치되어 있다 다양한 언어의 도서와 이야기, .
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은 지난 년간 출판된 개 언어로 된 권을 소장하고 있으IYL 400 130 580,000
며 세계 여개 출판사가 발행한 자료를 매년 수집하고 있다 장서개발, 1,000 .
담당자를 혹은 언어전문가로 지칭하는데 이들은 신착도서를 평Lektoren ,
가하고 추천도서 리스트를 정리하며 전시회를 계획한다 현재 네덜란드어. ,
영어 프랑스어 독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페르시아어 루마니아, , , , , , ,
어 터키어 이베리아어 스칸디나비아어 슬라브어의 전문가가 있다, , , , .

○ 주요사업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에서는 매년 명 정도(Fellowship Program) : IYL 15
의 연구자를 초청하여 최대 개월의 기간 동안 도서관에 머무르며 연구3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
의 연구자가 지원 가능하며 연구자들은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 본인, IYL
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출신국가에서 나오는 어린이청소년문학 분, ·
야 도서를 소개함으로써 독일 국제청소년도서관의 장서개발에도 도움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외무부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

 전시회 개최 국제 청소년도서관의 독특한 장서를 이용하여 매년 일러스: ,
트레이터 원본 작품 다른 국가나 문화의 대표적인 아동문학 아동문학의, ,
현재 또는 과거를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범위 전시회를 블루텐부르크

성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의 일부는 공공도서관 학교(Blutenburg) . ,
및 기타 교육기관에 순회 전시도 하며 성인과 어린이 모두를 위해 만들어,
진 전시회는 주로 추천 도서 또는 카탈로그의 목록을 함께 제공한다 이, .
외에도 청소년 문학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된 주제전문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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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립 청소년도서관2.2.3 (Russian State Youth Library)

○ 러시아 국립청소년도서관은 년 교육학과 심리학 아동문학에 대한 연1969 ,
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센터로 설립되었다가 소비에트 붕괴 이후 청소년도
서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러시아 국립청소년도서관은 단순히 독서의.
장이 아니라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러시아 국립 청소년도서관은 약 만여 권의 장서와 함께 여 종의 잡100 500
지 및 신문 여종의 멀티미디어 자료 녹음자료 악보자료 등을 소장하, 2,000 , ,
고 있으며 도서관 회원은 인터넷 또는 도서관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무료로 접근 이용이 가능하다, .

○ 러시아 국립 청소년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되어있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테마가 있는 멀티미디어관 사회과학관 자연기술과학관 인문학관 외: , , ,
국어관 컴퓨터도서관 음악도서관 등 테마별로 세분화된 각 열람실에, ,
서 모든 도서 및 정기간행물 등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CD, DVD, DB
무료 접근을 제공
 청소년 정보센터 교육 직업 병역 청소년을 위한 다른 협회나 단체: , , ,
에 관한 유용한 최신의 정보 제공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기사,
및 정기간행물 등의 장서 이용 가능
 심리상담서비스 청소년의 직업선택 및 사회적응 등을 돕기 위한 법적:
또는 심리적 상담
 희귀본 전시관 희귀본 고대도서 미니어처 북 등 다양한 특수 장서에: , ,
대한 접근 및 이용 제공
 컴퓨터 박물관 전시 및 강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컴퓨터 및 정보기: , ,
술에 대한 도서나 관련 자료 이용 제공
 클럽 홀 학습 세미나 강의 토론 및 독서클럽 등을 위해 설계된 공: , , ,
간으로 영화 감상 및 테이블 게임 등의 서비스 제공
 컨퍼런스 홀 세미나 컨퍼런스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공간으로 다: , ,
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필수의 최신식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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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2.3

국외 사례2.3.1

뉴욕 공공도서관1) (New York Public Library)

○ 뉴욕시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은 를 중심Manhattan, The bronx, Staten island
으로 개의 지역시스템에 개 공공도서관이 분포되어 뉴욕의 종합적인 교3 85
육 및 연구기관으로서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뉴욕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중심인 맨해튼에서는 전문화된 주제를 다루는 연구도서관을 포함하여 중앙
도서관 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과 지역분관 개가 운영되고 있다 뉴욕5 , 34 .
공공도서관은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문화의 연구도서관과 대출도, , , ․
서관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요구에 따라 도서관을 이
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뉴욕 공공도서관은 지역복지서비스 문화시설 학습시설로의 기능을 강조한, ,
다 맨해튼에 위치한 개의 연구도서관. 4 (Stephen A. Schwarzman Building,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Dorothy and Lewis B.
Cullman Center, 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

은 뉴욕시의 미술관 박물관 갤러Science, Industry and Business Library) , ,
리 등과 함께 대규모 전시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분관도서,
관과 전문도서관에서도 소규모의 전시나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또한.
주요 도서관에 읽기 쓰기 센터를 설치하여 문화 프로그램 소그룹 학습지도, ,
컴퓨터 활용 교육 학생들의 글쓰기 평생학습 독서지도 등의 문화복지서비, , ,
스를 제공하고 있다.

○ 어린이 청소년 자료에 관한 장서개발정책이나 수집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뉴욕 공공도서관에서의 제공하는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위대한 어린이 도서 선 뉴욕공공도서100 (100 Great Children's Books) :
관 어린이 전문사서가 선택한 어린이와 부모에게 추천하는 이야기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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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목록 제공
 어린이를 위한 도서목록 독서활동NYPL Kids!(http://kids.nypl.org/) : , ,
온라인 도서 비디오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어린이학부모교사에게 도, , · ·
서 게임 등 제공, , e-book
 가의 어린이센터 모든 연령대의42 (Children's Center at 42nd Street) :
어린이와 아동문학 음악 미디어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풍부한 대, ,
출 자료 제공 및 저자 및 삽화가와의 만남 및 전시회 개최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 운영 자원봉사 기회 제공 여러Teen NYPL : , , ,
행사를 통하여 대가 함께 참여하여 도서관의 정보자원과 서비스를 적극10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대를 위한 최고의 도서와 미디어 리스트 제Stuff for the Teen Age : 10
공 책 음악 만화 영화 게임 등등 뉴욕공공도서관 직원들이 최고의 자료. , , , ,
를 선정하여 추천
 대와 학교 을 통한 학습정보를 제공하며10 : HomeworkNYC App ,

등의 제공Literature Resource Center, History Resource Center DB
 유투브 팟캐스드 등을 통하여 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의 비디오 오디, 10 ,
오 자료 제공 에서 이미지 정보 제공, NYPL Digital Gallery

○ 가의 어린이센터 는 뉴욕공공도서관의42 (Children's Center at 42nd Street)
연구도서관 중 인문학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인, Schwarzman

의 층에 위치한 어린이 센터로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와 아동문Building 1 ,
학 음악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풍부한 대출 자료를 제공, ,
한다.

 가의 어린이센터의 장서는 어린이의 교육 및 교과과정의 요구에 따른42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균형 있게 선정하며 어린이와 공유하기 위한 그림,
책 개별 독자들을 위한 쉬운 이야기 책 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소설, , 12
및 어린이를 위한 뮤지컬 비디오 게임 등을 제공하CD, Book CD, DVD,
고 있다.
 가의 어린이센터는 전문 어린이 사서가 근무하며 어린이 및 보호자를42 ,
위한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본적인 독서 프로그램부터 스토리텔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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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연극 동화 구연 작가 또는 삽화가 초정 등의 이벤트 프로그램도, , ,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 12
이 가능한 대의 와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평면스크린 와 게임 장비8 PC TV
를 구비하고 있다.

먼로 카운티 공공도서관2) (Monroe County Public Library)

○ 먼로 카운티 공공도서관은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보를 읽고 배우, ,
고 발견하고 만들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 ,
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린이를 위한 행사 및 어린이 관련 장서의 비중이 도서관 규모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 먼로 카운티의 장서개발정책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년, 2006
월에 도서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음 제정된 이후 네 번의 개정을 거쳤10

다 먼로 카운티 장서개발정책은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미션비전목표 소개. , , ,․ ․
장서의 범위 선정지침 선정도구 자료유형 장서에의 접근 보존 연간 자료, , , , , ,
할당 일반적인 장서의 설명 비인쇄자료 다른 장서들 관련 서비스 자료의, , , , ,
제적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지침 및 어린이 청소년 관련 주요 내,
용을 발췌요약하면 표 과 같다< -7> .․ Ⅱ

< -Ⅱ 7> ( )

구분 내용

장서의 범위

장서의 범위는 선정된 자료의 다양성과 유형을 의미하며 ,
표현 및 접근의 자유를 도서관에서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정의함
일반 이용자에게 초점을 두며 커뮤니티에 속한 특정 그 ,
룹을 고려

선정지침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지역사회에서 확인 표현 예상되는 요구와 흥미 고려, ,
∙최신성 정확성 문학적 가치 삽화 색인 참고문헌과, , , , ,
같은 내용의 질을 고려

∙가능한 한 다른 관점 가치 철학 문화 종교를 포함, , , ,
∙모든 주제 분야에서 광범위한 자료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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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많고 현재 관심이 많은 자료,
∙이미 구비된 도서관 자료를 통해 구입할 자료의 중요성
을 평가

∙표준선정도구의 활용
∙도서관 직원의 전문 지식 활용
∙평판이나 발행자 저자 출판사 등 의 중요성을 고려( , )
∙지역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독해 수준의 자료
를 선정

∙개별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료 제공

∙이용가능한 자료 예산의 효과 극대화
∙다른 지역사회자료 상호대차 등을 고려,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보충하는 장서를 개발하되 교,
육기관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들과의 중복을 방지

∙이용자의 요청을 고려
∙장정의 적합성과 물리적 적합성 평가
∙자가 출판 및 먼로 카운티 지역의 작가에 의해 요구된
자료를 고려

표준선정도구

전문적인 저널 리뷰
전문 기관 및 판매자들에 의해 제작된 표준 수집도구 및
추천 목록
서평이 포함된 전문서지

과 같은 목록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목록 “Top 100”
수상 리스트 전문적인 협회에 의해 발행된 주목할 만한 , “
혹은 추천할만한 목록”

일반적인
장서의
설명

청소년
장서

청소년 세로 정의 에서부터 성인까지의 광범위한 관심 (12 )
을 지원하기 위해 구입
청소년의 발전적 정보적 요구를 고려하며 청소년자료가 , ,
아동자료에서 성인자료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점
을 고려
지역의 교육과정은 지원하나 학교 교재 및 자습서는 제 ,
외

어린이
장서

신생아에서부터 어린이 세 정도 까지 아이들의 요구와 (12 )
관심 충족
아동자료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거나 어린이 자료에 관 ,
심이 있는 어른들을 위한 특수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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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공공도서관3) (Queens Public Library)

○ 퀸즈 공공도서관은 다양하고 변화하는 정보 교육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요, ,
구와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도서 및 기타 다양한 형식을 통해 양질의 서비
스 정보원 및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성과 다민족 및 다국어 사, ,
회를 반영한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 퀸즈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개의 커뮤니티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62
으며 중앙도서관의 특별 주제 컬렉션은 자치구의 학술적 전문적 기술 연, , ,
구를 지원하며 커뮤니티 도서관에서는 일반적이고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
료와 모든 연령대를 위한 자료의 소장을 통해 자치구의 다양성이 반영된 개
인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최대한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퀸즈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어린,
이 청소년 관련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하면 표 과 같다< -8> .․ Ⅱ

다양한 인쇄 비인쇄 자료를 포함 ,
학교의 교재 및 자습서는 제외하나 숙제를 돕는 프로그
램을 지원하는 목적의 자료는 구입

참고자료 어린이와 아동 관련 일을 하는 어른들을 위한 인쇄자료
의 핵심 장서를 구비

비인쇄자
료

오디오북 아동 오디오북 장서는 인기 있는 픽션에 중점을 두어 구
성하지만 추천된 논픽션 자료 특히 설화는 포함, ,

CD-ROM
S

아동용 장서는 어린이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CD-ROM ,
교육적인 내용에 중점을 둠

CDs 아동용 의 경우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학년에 이르 CDs 3
는 영 유아를 위한 자료에 중점을 둠,

장난감 신생아에서부터 세에 이르는 영아의 읽기 능력 개발을 4
돕는 상호학습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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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요코하마 시립도서관4)

○ 일본요코하마 시립도서관은 표 에 발췌한 바와 같이 아동용 도서관< -9>Ⅱ
자료수집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 그림책 종이연극 참. , ,
고도서 향토자료 도서를 제외한 인쇄자료 외국어자료 비인쇄자료로 구분, , , ,
하여 수집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Ⅱ 9>

요코하마 시립도서관 자료수집기준
아동용 도서관 자료수집 공통기준1.

< -Ⅱ 8> ( )

자료 선정

어린이
퀸즈 도서관의 어린이 컬렉션은 출생부터 학년까지의 아이들과 그들의 부6 ,
모 교사 간병인 및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레크리에이션, , ,
일반적인 정보 제공 초등학교 수준의 커리큘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상의,
품질을 가진 도서 및 다른 미디어들로 서비스한다 문학의 우수성 사실자료. ,
의 정확성과 적시성 고품질의 예술작품 및 그림은 도서관의 컬렉션으로 선정,
된 표준 자료이다 구매 승인이 되지 않은 하드커버자료는 다른 형태로도 입.
수하지 않는다.

청소년
퀸즈 도서관의 청소년 컬렉션은 학년의 청소년 커리큘럼과 관련되고7-12 ,
독서와 주변의 세계의 청소년의 관심을 자극하는 것을 포함하여 레크리에이
션 발달 및 정보 요구와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컬렉션은 자, .
연어로 검색되어지고 현재 흥미 있는 자료를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 ,
심미적으로 매력적인 경향이 있다 하드커버와 페이퍼 백 책 및 팸플릿은 청.
소년들을 위해 특별히 수집된다.



42

아동용 도서관 자료의 정의1.1
도서관자료 가운데 영유아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정도까지 이용할 목적으로
편집된 자료

공통수집기준1.2
자료의 내용은 일본 십진분류법 의 전류를 대상으로 한다 분류는(NDC) .⑴

제 판에 따른 요코하마시립도서관 아동도서분류표에 따른다NDC 8 .
내용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자료를 수집한다.⑵
영유아 아동 학생 각각의 이해력에 맞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한다, , .⑶
새로운 지식 견해와 연구동향을 소개한 자료 및 각종 데이터가 최신자료,⑷
여야 하고 출처가 명기된 자료를 수집한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그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표 그래, , , ,⑸
프를 포함한 자료를 수집한다.
사용하기 쉽고 조사하기 쉬운 목차와 색인이 첨부된 자료를 수집한다.⑹
각 주제에 대해서 아동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층 발전된,⑺
내용의 자료를 수집한다.
학설과 주장이 대립하는 주제에 관해서는 각각의 시점의 자료를 치우침⑻
없이 수집한다.
관찰 견학 실험 실습 창작 실연에 대해서 기술한 자료는 아동 학생의, , , , , ,⑼
실행 가능한 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수집한다.
다문화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제 감각을 기르는 자료를 수집한다.⑽
정확하고 아름다운 단어로 쓰여진 자료를 수집한다.⑾
개정판 증보판에 주의한다, .⑿
학습참고서 시험문제집은 수집하지 않는다, .⒀
중앙도서관은 지역도서관에서의 수집이 곤란한 자료에 유의한다.⒁

아동용자료 중앙도서관 및 지역도서관 수집기준2.
요코하마 시립도서관 아동서 분류표에 의거하여 수집한다.

그림책 수집기준3.
정의3.1
그림을 주체로 한 유년 및 아동용 도서로 만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공통수집기준3.2
영유아 아동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주제 내용의 도서를 수집한다, , ,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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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아동 학생의 이해력에 맞는 표현이 되어 있는 도서를 수집한다, , .⑵
그림이 문장과 조화를 이루고 작품 속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를⑶
수집한다.
정확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사용되어 잇는 도서를 수집한다.⑷
도서관이용에 적절한 도서를 수집한다.⑸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폭넓게 수집한다.⑹
내용의 정확도와 그림책의 즐거움을 겸비하고 아동 학생의 지적 호기심,⑺
을 성장시키는 도서를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그림책은 한정적, , TV, ,⑻
으로 수집한다.

종이연극 수집기준4.
정의4.1
이야기의 각 장면을 연속적으로 그린 그림을 한 장면씩 보이고 극적으로
설명해가는 자료

공통수집기준4.2
영유아 아동 학생의 발달단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주제 내용의 도서, , ,⑴
를 수집한다.
영유아 아동 학생의 이해력에 맞는 표현이 되어 있는 도서를 수집한다, , .⑵
그림이 문장과 조화를 이루고 작품 속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를⑶
수집한다.
정확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사용되어 잇는 도서를 수집한다.⑷
도서관이용에 적절한 도서를 수집한다.⑸
종이연극의 특성을 살린 작품을 수집한다.⑹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종이연극은 한정적TV⑺
으로 수집한다.

참고도서 수집기준5.
정의 및 종류5.1
통독이 아니라 특정항목을 조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편집된 도서로,
언어사전 사전 백과사전 전문사전 연감 및 연보 통계 백서 편람 및 핸, ( , ), ( , ),
드북 연표 지도 책자본 도감 서지 등의 종류가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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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집기준5.2
일본 십진분류법의 전류를 대상으로 수집한다.⑴
아동학생이 검색하기 쉬운 도서를 수집한다.⑵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를 수집한다.⑶
새로운 정보와 견해를 제공하는 도서를 수집한다.⑷
정평이 잇는 저자 편자 출판사의 도서를 수집한다.⑸
제본 장정이 튼튼하며 장기적인 이용에 견딜 수 있는 도서를 수집한다, .⑹
어른용 도서라도 아동 학생의 이용에 적절한 알기 쉬운 도서는 수집대상⑺
으로 한다.
개정판 증보판 및 연차간행도서는 개정 증보 등의 의의가 큰 경우는 수, ,⑻
집한다.
중앙도서관에서는 특수한 주제를 취급하는 참고도서를 선택적으로 수집⑼
한다.

자료유형별 수집기준5.3
사전 일본어사전은 선택적으로 수집하며 외국어사전은 한정적으로 수집: ,⑴
한다.
백과사전 및 전문사전 아동 학생의 이해력에 맞게 복수종의 도서를 수집:⑵
한다.
편람 및 핸드북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⑶
지도 및 책자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⑷
도감 사진 도판이 선명한 도서를 수집한다: .⑸
서지 아동 학생의 이해력과 관심흥미에 맞게 편집된 도서를 수집한다: · .⑹

향토자료 수집기준6.
정의 및 종류6.1
요코하마시 가나가와현 및 가나가와현 내의( ), ( ) ( )橫浜市 神奈川縣 神奈川縣
다른 자치단체 일부 현 외의 자치단체를 포함 에 관계되는 사물 및 인물을( )
다룬 자료로 도서 및 비도서자료를 포함한다, .

공통수집기준6.2
일본 십진 분류법 의 전류를 수집의 대상으로 한다(NDC) .⑴
아동 학생이 요코하마시 및 이웃지역을 아는데도 도움이 되는, ( )橫浜市⑵
자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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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에 적합한 자료일 경우에도 아동 학생의 이용에 적합한 이해하기, , ,⑶
쉬운 자료는 수집 대상으로 한다.
도서관의 소재구 인접 구 및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동 학생에게 이해, , ,⑷
하기 쉽게 쓰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요코하마시 발행의 행정자료나 이외의 지역에 관한 자료 순차( ) , 1 ,橫浜市⑸
간행물은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요시다신덴 이나 개항 기의 사물 등 지역에 깊게 관련된 주제( ) ,吉田新田⑹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도서이외의 인쇄자료 수집기준7.
정의 및 종류7.1
단행본 또는 시리즈 간행의 도서이외의 인쇄물로 잡지 신문 지도 장 물, , , (1
건 팸플릿 리플렛 등을 포함한다), , .

공통 수집 기준7.2
일본 십진분류법 의 전류를 수집의 대상으로 한다(NDC) .⑴
아동 학생의 이해력에 어울리는 자료를 수집한다, .⑵
도서자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 또는 속보성에 유의한다.⑶

유형별 수집기준7.3
잡지 아동 학생의 흥미 관심에 있었던 잡지를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 .⑴
신문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간행되고 있는 신문을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⑵
지도 지역을 한정해서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⑶
팸플릿 리플렛 이해하기 쉽게 모아진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⑷

외국어자료 수집기준8.
정의 및 종류8.1
주된 기술이 일본어인 자료 일본어 이외의 언어인 자료는 출판지를 따지지(
않음 로 도서 및 비도서자료를 포함한다) , .

공통 수집 기준8.2
그림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다른 주제는 필요에 따라 수집한다, , .⑴
아동의 다문화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한다.⑵
다양한 나라나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용에 유의한다.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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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이따시 시립도서관5)

일본의 작품을 번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수집한다.⑷

유형별 수집기준8.3
이야기그림책 정평이 있는 작가 작품에 유의하고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 .⑴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진 이야기나 그림책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아동서.
각상의 수상 작품에 유의한다.
이야기그림책 이외 필요에 따라 한정적으로 수집한다: , .⑵

비인쇄자료 수집기준9.
정의 및 종류9.1
인쇄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정착시킨 자료로 시청각 자료 디지털 자료, ,

등 등을 포함한다(CD-ROM, DVD-ROM ) .

공통수집기준9.2
일본십진분류법 의 전류를 수집의 대상으로 한다(NDC) .⑴
아동 학생의 이해력에 어울린 자료를 수집한다, .⑵
도서에서는 얻기 어려운 속보성이나 검색성이 있는 자료 새로운 정보를,⑶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마모성이 낮은 내구성에 뛰어난 매체에 유의한다, .⑷
수집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규정을 준수한다.⑸

유형별 수집기준9.3
시청각자료 행정자료나 홍보를 위한 정부간행물 등을 한정적으로 수집: ,⑴
한다 활자자료의 부족을 보충하고 한층 이해가 깊어지는 자료를 선택적. ,
으로 수집한다 아동 학생의 흥미에도 유의해서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
디지털 자료 매체에서의 입수 보존이 곤란한 자료나 종이매체보다 가독: , ,⑵
성 검색성에 뛰어난 자료를 필요에 따라 한정적으로 수집한다, .
그 외 새로운 형태의 자료 등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필요에 따라 수집⑶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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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10>

스이따시 시립도서관 자료수집방침

아동서 선정기준1.
어린 시절에 각양각색의 책을 만나는 것은 풍요로운 감수성을 기르고 미, ,
래와 사회사건에 대응해 가는 힘을 기르게 된다 발달 단계에 적합한 도서를.
만나는 것에 따라 상상력이 풍부하게 되고 탐구심과 올바른 지식 과학적인, ,
견해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현대, . ,
의 어린이의 의견에도 유의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도서관은 모든 어린.
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책을 만나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하의 점에 유의하고 각 분야에 대한 폭넓게 자료를 수집. ,
하도록 노력한다.

원칙적으로 어린이에 적합하다고 출판된 것을 수집한다 단 어른에 적합. ,⑴
하게 출판되고 있어도 어린이가 관심을 가져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수집대
상으로 한다.
원칙으로서 전문으로 완역한 자료를 선택한다.⑵
흥미적인 것에 초점을 둔 것이나 괴기스럽거나 잔학성이 있는 것은 피한⑶
다.
학습 참고서 각종문제집은 원칙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⑷
이용에 맞게 복본을 준비한다.⑸
장정은 도서관에서의 사용을 견디어낼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⑹

그림책2.
그림책은 어린이 독서의 첫걸음인 것을 충분히 유의하고 어린이의 지적, ,
정서적 경험을 넓히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기르는 것을 중심으로 폭넓게 수,
집한다 수집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 .

그림이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것⑴
표현이 풍부해서 어린이의 상상력 공상력을 기르는 것에 충분한 것, ,⑵
그림과 문장의 조화가 잡혀 있는 것⑶
창작 그림책은 독창성이 있는 것⑷
지식그림책은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용어나 그 사용법이 옳은,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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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치요다 구립도서관6)

○ 치요다 구립도서관의 자료수집방침의 주요 내용은 기본방침 자료선정기준, ,

문학3.
책을 막 읽기 시작한 어린이부터 중학생까지 각각의 발달 단계에 따른 책,
을 폭넓게 수집한다 오래 읽히어 오고 정평이 난 것을 중심으로 현대의 어. , ,
린이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시가 희곡 르포 등 각 장르를 폭넓게 수집한다, , .⑴
일본의 고전이나 외국의 이야기 번역에 대해서는 연령에 맞고 원작에 가, ,⑵
장 충실한 것을 선택한다.
영화나 만화를 소설화한 작품으로서 완결되어 있는 것을 선택한다.⑶
아시아 아프리카의 자료 등 출판수가 적고 일본의 어린이들이 잘 모르는, ,⑷
나라의 자료는 유의해서 선택한다.

옛이야기4.
옛이야기는 각국 각 지방에 걸쳐 폭넓게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이야기의 스타일을 유지한 적절한 재화 번역에 유의한다, .⑴
전설 신화는 옛 이야기에 비교해서 출판량이 적으므로 수집에 주의한다, , .⑵

기타5.
어린이들의 흥미나 유행에 유의한다.⑴
어린이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⑵
최신의 정보나 연구 성과에 근거하는 자료에 유의한다.⑶
도판 사진 일러스트가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것에 유의한다, , .⑷
실험 공작 원예 사육에 관한 것은 실용적이어서 안전한 내용의 물건에, , ,⑸
유의한다.
지식으로서의 결과나 결론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나 배경 사고방식도 소, ,⑹
중히 하고 있는 것에 유의한다.
목차 색인이 쓰기 쉽고 참고 문헌의 소개가 있는 것에 유의한다, , .⑺
필요하면 일반서에서도 수집한다.⑻
학교의 커리큘럼에도 유의하고 조사 학습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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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종별 수집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자료에 관.
련된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하면 표 과 같다< -11> .․ Ⅱ

표< -Ⅱ 11 치요다 구립도서관 자료수집방침>

치요다 구립도서관 자료수집방침

기본방침1.
공공도서관의 임무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알 권리·
학습하는 권리를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치요다 구립.
도서관은 치요다 구민 및 치요다 구립도서관 이용자에 대하여 학습 조사연, ·
구 생활이나 레크리에이션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
이 창조적이며 풍부해지도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
집한다.

구민 및 치요다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근거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또 잠.⑴
재적 요구나 미래 예상되는 구민의 요구도 고려한다.
치요다구에 관한 자료는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수집한다.⑵
도서 잡지 등의 종이매체의 자료 녹음 영상 등의 시청각자료의 이외의 전· , ·⑶
자 도서 등의 디지털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보통 도서자료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를 고려하여 대활자책 녹음 자·⑷
료 등을 수집한다.
외국어자료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집한다.⑸
중고생이 진로나 직업선택이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참고가 되는⑹
자료를 수집한다.
경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은 매체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한다.⑺
종래의 참고자료에 더해 셀프 레퍼런스를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⑻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만화의 수집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필요한 자료에 한해 수집을 한⑼
다.
치요다구립도서관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분담 수집도 한다.⑽
모든 자료는 기술의 발전에 맞는 최적의 매체를 수집한다.⑾

자료선정기준2.
이상의 수집방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하의 선정 기준에 의해 자료 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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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포함한다 를 선정한다) .

각 분야의 기본적인 자료를 선정한다.⑴
최근의 화제나 정세에 관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선정한다.⑵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의 입장을 존중해서 선정한다.⑶「 」
다양한 대립하는 의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점의 자료를 폭넓게a. ,
수집한다 이 저자의 사상적 종교적 당파적 입장에 얽매이고 그 저작을 배. , , ,
제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사서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기호에 의해 선택하지 않는다b. .
개인 조직 단체에서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수집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규탄c. · · ,
을 두려워해서 자기규제를 하지 않는다.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가 어떤 사상이나 주장을 가지고 있든 말든 그것을 도서d. ,
관 및 도서관원이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는 최적의 최선의 자료를 선정하여 제공할 수 있,⑷
도록 노력한다.
고도의 전문서나 특수한 자료 고액의 자료는 선정하지 않는다 단 지역, . ,⑸
자료 및 도서관의 장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로 한다.
특수장비의 자료나 형태가 복잡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⑹
학습이나 각종시험의 수험서 참고서 및 문제집은 대상과 매체를 고려해서⑺
선택적으로 선정한다.
외국어자료는 이용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언어를 선택적으로 선정⑻
한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선전이 되는 자료는 선정하지 않는다.⑼
특정의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을 비방 중상하는 자료는 선정하지 않는다.⑽
폭력이나 범죄를 용인하거나 잔학성을 조장하는 자료 인권배려가 결여, ,⑾
되는 자료 및 성적 표현이 과격한 자료는 선정하지 않는다.
다량으로 출판되고 있는 유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자나 출판사의 수준⑿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자료 종별 수집 기준3.
이상의 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자료는 일상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 일상,
생활의 과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세 개의 관,
점을 기반으로 하며 아래 제시된 수집기준에 의해 수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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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료3.5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창조성이나 상상력이 풍부하고 인생을, ,⑴
긍정적으로 그린 것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어린이의 다양한 흥미나 지식.
욕에 대응하고 과제를 해결할 때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
다.
권장도서목록이나 서평지를 참고로 해서 평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⑵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또 평가가 이뤄진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적극적. ,
으로 수집한다.
이용이 많은 것 조사함에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본의 수집도,⑶
고려한다.
아동자료의 각 분야는 다음과 같이 수집한다, .⑷
그림책①
그림과 문장이 일관성이 있고 스토리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 아름다운a. , ,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수집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읽어온 것은 적극적으로 수집한다b. .
장정 제본이 견고한 것을 수집한다c. · .

이야기②
테마나 스토리가 독창적이어서 어린이의 공감을 부르는 것을 수집한a. ,
다.
어린이의 시야를 넓히고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평가가 이뤄진 도서는b. , ,
폭넓게 수집한다.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작품이나 권장도서목록에서 다뤄진 자료는 적극c. ,
적으로 수집한다.
그림에 유의하고 어린이의 세계를 넓히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부풀어d. , ,
오르게 하는 것을 수집한다.

옛 이야기③
옛 이야기의 특징이 손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수집한다a. .
그림이 스토리나 그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수집한다b. .

전기④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며 그 인간성에 대해서도 그려지a. ,
고 있는 것을 폭넓게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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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연극⑤
그림이 아름답고 확실하게 그려진 것을 수집한다a. , .
그림과 문장의 조화가 이뤄진 것을 수집한다b. .

실용서 및 기타⑥
어린이의 지적호기심을 채우고 사물에의 흥미나 관심을 깊게 하는 것a. ,
을 수집한다.
사실이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씌어져 있는 것을 수집한b. ,
다.
국제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해외의 생활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c. , ·
수집한다.
어린이들이 창작이나 제작에의 의욕을 높이면서 즐기고 놀 수 있는d. , ,
것 같은 실용성이 높은 것은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요리 탈것 퀴즈 전통적인 게임 등의 이용이 많은 분야는 어린이의 이용e. · · ·
상황에 유의해서 폭넓게 수집한다.

시청각자료3.6
구민 및 치요다구립 도서관 이용자가 정보 지식 오락을 얻을 수 있도록, · · ,⑴
등의 녹음 자료와 등의 영상자료를 수집한다 일본 및 각국에CD DVD .

있어서의 음악의 역사 전통문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청소년이 건전한 육, ,
성이나 사람들의 생활 충실 시각장애자 등 특정 목적의 이용 편의에 이,
바지하는 것에 배려해 선정한다.
녹음 자료에 대해서는 각종 음악상 수상작품이나 각 분야의 히트작 화제, ,⑵
작 등 각 연대의 대표적인 작품 일본의 전통예능의 작품을 중심으로 선,
정한다.
영화작품에 대해서는 해외 및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상 수상작품이나 평,⑶
가 실적이 있는 영화감독의 작품 일반적 평가가 이루어진 작품 등을 수· ,
집한다.

중고생 대상 자료3.9
중고생의 직업선택이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고가 되는 자료 사고,
의 힘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학습참고서는. ,
매체를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53

국내 사례2.3.2

○ 국내 어린이도서관 현황

 년말을 기준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어린이2011
도서관은 표 에 집계한 바와 같이 총 개관이다< -12> 85 .Ⅱ

만화3.12
만화는 완결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의 기준으로 수집한다, .

문화나 역사 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⑴
학습 만화 및 입문서적인 역할을 하는 자료⑵
관련 각 상 수상 작품⑶
평가가 이루어진 작가의 작품⑷
예술성 시대성을 겸비한 작품·⑸

< -Ⅱ 12>

지역 도서관수 설립주체 운영방식
지자체 교육청 사립 직영 위탁

서울 16 15 1 2 14
부산 2 2 2
대구 4 4 2 2
인천 12 12 6 6
광주 2 2 2
대전 1 1 1
울산 2 2 2
경기도 26 23 3 22 4
강원도 1 1 1
충북 3 3 1 2
충남 3 3 2 1
전북 2 2 2
전남 2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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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 장서수가 많은 상위 도서관을 중심으로 홈페이지와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장서개발정책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를 간주리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1)

○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년 세계 어린이의 해를 기념하여 국내 최초1979 “ ”
로 설립된 어린이도서관으로서 현재 권의 도서 연속간행물 및 비도276,082 ,
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은 표 과 같다. < -13> .Ⅱ

경북 1 1 1
경남 6 6 4 2
제주도 2 2 2
계 85 80 1 4 53 32

< -Ⅱ 13>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자료선정기준

도서자료1.
가 어린이도서.

국내에서 출판 및 제작된 어린이도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최대한 선정하
되 어린이들의 정서에 유해한 자료나 도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잡지 및 만
화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습만화 및.
우량만화는 예외로 한다.
교육부 문화관광부 및 기타 권위 있는 어린이 관련단체가 추천한 자료는 ,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용자가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우선적으로 선정
한다.

나 성인도서.
성인 이용자의 대부분인 학부모들의 교양증진 및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정생활 요리 인테리어 육아 어린이, ( , , ),
학습 및 자녀교육에 참고가 되는 도서 자녀교육서 문헌정보학 및 독서( ),
지도 자료로 주제를 제한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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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도서.
어린이를 위한 외국어 관련 자료와 도서관 운영 기본자료 어린이 독서지 ,
도 및 교육관련 참고자료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 될 경우 기타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

라 기증도서.
어린이도서 어린이학습에 참고가 되는 성인용도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 , ,
는 도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
기증도서는 붙임 과 같이 세부처리지침을 정하여 선정한다 [ 1] .

마 희망도서.
이용자 희망도서는 붙임 와 같이 세부처리지침을 정하여 선정한다 [ 2] .

비도서자료2.
가 비도서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신 자료를 선정한다. .
나 이용자 희망신청 시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선정한다. .
다 비도서자료는 붙임 과 같이 세부처리지침을 정하여 선정한다. [ 3] .

특화자료3.
가 다양한 종류 및 형태의 초등교과관련 자료를 선정한다. .
나 어린이 독서지도 자료를 선정한다. .

권장 및 추천도서4.
가 어린이를 위한 권장도서를 선정한다. .
나 단계별 권장도서는 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용으로 선정한다. , ? .
다 어린이와 관련된 행사를 위한 권장도서를 선정한다. .
라 권장도서는 우리도서관에 소장하는 자료 중에서 선정한다. .

복본자료5.
국내도서의 복본은 전장서 대출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도서 단행본 권 유3 ,
아 및 어린이도서 전집 권 사무용도서를 권으로 하고 성인도서 및 외국도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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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2)

○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은 서대문구립도서관의 분관체제로 운영되고 있
다 따라서 장서개발지침도 그림 의 서대문구립도서관 자료수서방. < -3>Ⅱ
침을 적용하고 있다 장서개발지침은 개요 목적 및 필요성 이용자 분석 봉. , , (
사대상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분석 장서현황 자료의 구성 선정기준 유형, ), , ( ,
별 주제별 장서구성 원칙 배제기준 장서평가 장서점검 장서폐기 등의 내/ , ), , ,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남가좌 새롬 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초등 및 어린이 자료 영유아자료50%,
청소년 및 성인자료 의 비율로 장서를 구성하며 홈페이지 상에35%, 15% ,

연도별 자료수서 방침을 게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린이 청소년 관련 장서.
개발지침을 발췌하면 표 와 같다< -14> .Ⅱ

서 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요구나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수량을1
조정할 수 있다.

선정제외자료6.
가 내용이 저속하거나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료.
나 수험서 교재 문제집 등의 자료는 가능한 한 배제한다. , , .
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
는 자료

< -Ⅱ 14> ( )

청소년 및 어린이용 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연령수준에 적합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자료
창의성 및 논리성을 높이고 탐구심이나 지적 호기심을 고취시키는 자료
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
건전한 흥미를 전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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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립어린이도서관 화정 주엽 행신3) ( , , )

○ 고양시도서관센터에서 수립한 장서확충계획 을 기본으로 하여(2008-2012)
각 도서관별로 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며 배경 목적 장서현황 장서확충계, , , ,
획 장서구성내용 도서관별 특화자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 , .
운데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표 와 같다< -15> .Ⅱ

바른샘어린이도서관4)

○ 바른샘어린이도서관은 표 에 발췌한 바와 같이 매년 장서확충계< -16>Ⅱ
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장서구성방침 장서현황 장서확충 세. , , ,
부계획 도서 비도서 특성화 주제자료 정기간행물 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 .

< -Ⅱ 15> ( )

고양시도서관 장서확충계획(2008-2012)

장서구성의 기본지침1.
공공도서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이용자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
는 모든 분야의 기본서
다양한 정보원과 각종 서평지를 근거로 자료를 선정하고 신간자료를 우선
수집하여 자료의 최신성 유지
국내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되 장서로
서 가치가 없는 수험서 및 기타 잡서는 배제
디지털콘텐츠의 확충 아람누리도서관 서버에 탑재 후 각 도서관활용 ( )
자료의 구입 등에 대하여는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기타 자료의 ,
구성은 자료구입지침안에 준함‘ ’

이용자의 이용요구 파악2.
도서관을 이용자들의 특성과 자료의 이용형태 및 이용자의 요구 등을 조사분․
석하고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요
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광범위하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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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16>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장서확충계획

장서구성방침1.
어린이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⑴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모든 주제 분야에 걸쳐 어린이 발달영역 성장과정 교과과정에 맞게 수집, ,⑵
하되 공공도서관 어린이자료로서 부적합한 내용이거나 문제집 학습참고서,
등의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
신간은 신속하게 구입하여 자료구성의 최신성을 유지한다.⑶
주제별 구성비는 도서관 장서보유현황과 자료이용통계 국내도서발행통계, ,⑷
등을 참고하여 조정한다.
특화 주제에 관한 자료는 망라적으로 수집한다.⑸
희망도서는 우선 구입하여 어린이의 요구에 귀 기울인다.⑹
자료 선정은 종 책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는 복본으로1 1⑺
구입할 수 있다.
단 동일한 도서의 복본권수는 권 이내로 하고 특성화자료 등 특별한 경, 3 ,
우에는 예외로 한다.
중학생자료는 정서함양과 사고력배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되⑻
읽기자료와 교양서 위주로 구성한다.
부모용도서는 자녀교육 독서지도 육아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 .⑼
기증자료 확보를 위하여 단체 및 수원시민에 수시로 기증을 의뢰한다.⑽
어린이용 비도서는 영화상영용 애니메이션 학습용 위주로 하고 중학,⑾ ･ ･
생용 비도서는 교육 다큐멘터리 교양 위주로 구입한다.･ ･
정기간행물은 유아 및 부모 초등 중학생 등의 대상으로 출판되는 자료들, ,⑿
중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비도서 자료 선정기준
어린이용 비도서는 영화 상영용 애니메이션 학습 및 교육용 자료를 위주로 , ,
선정한다.
가족극장용 자료는 전체관람가 등급을 선정한다 DVD .
중학생용 비도서는 교육 다큐멘터리 교양 자료를 선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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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초록도서관5)

○ 지산초록도서관은 매년 장서평가 및 확충계획을 수립한다 그 주요 내용은.
목표 장서 및 이용현황 장서평가 장서확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서, , , ,
확충계획에는 이용자 분석 선정기준 및 방법 구입방법 제적 등도 포함하, , ,
고 있다 그 가운데 자료선정기준을 발췌하면 표 과 같다. < -17> .Ⅱ

재송어린이도서관6)

○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매년 자료구입계획을 수립하며 표 처럼 자료, < -18>Ⅱ
구입을 위한 기본방침 및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Ⅱ 17>

지산초록도서관 자료선정기준

일반 어린이 도서 우선 선정 기준1. ․
희망도서 신간도서 ,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타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 및 단체 , ,
에서 선정한 우수 추천 권장 문학상 도서류는 우선 선정한다· · , .
온 오프라인의 대형 서점에서 제공하는 베스트셀러 및 스테디셀러 목록 활 ·
용
다양한 추천도서 목록 이용

중점 주제 분야 및 특화자료 아동 청소년2. ( / )
지역 출신 또는 거주하고 있는 저자의 저작물
청소년 자료 목록 발굴 및 구입 비중 확대

디지털 자료는 전체 예산액의 이하로 구입3. 10%
오디오북 등은 가능한 세 이상의 성인 자료는 권위 있는 영화제 수DVD, 18

상작을 비롯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작품성이 검증된 자료에 한하여 구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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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어린이도서관7)

○ 안양어린이도서관은 안양시립 개관 중의 하나다 이 도서관을 위한 자료구7 .
입계획은 매년 평촌도서관이 수립하며 도서와 전자자료로 구분하여 선정방,
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주제별 선정기준과 기능별 일반 어린이 참고도서, ( , , )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안양어린이도서관의 자료구입계획을.
발췌하면 표 와 같다< -19> .Ⅱ

< -Ⅱ 18>

재송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계획

자료구입 기본방침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에게 지적정서적 , ․
욕구를 충족시켜 줄 다양한 주제 분야의 기본 서적 구입
정보의 최신성을 위해 신간자료를 우선으로 선정
객관적인 서평도구 미디어 활용을 통한 양질의 자료 선정 ,
이용자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희망도서는 최대한 반영
이용률이 높은 자료와 훼손파손이 심한 자료는 복본 구입 가능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산 소재 출판사 및 작가의 도서 최대한 구입
자료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목록 검토 회의 후 최종 구입 확정 바로북 (
도서는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목록 검토 회의 생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서점을 통해 최대한 구입
비도서는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구입
세계작은도서관의 자료는 이용률이 높은 베스트셀러 및 예술서 여행서 실 , ,
용서 위주 구입
세계도서 코너의 내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세계도서의 적극적 구입 ․

< -Ⅱ 19>

안양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계획

어린이도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도서뿐 아니라 어린이의 독서취미를 유익한 방향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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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어린이도서관8)

○ 의정부어린이도서관도 매년 자료구입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개요, ,
수서방침 장서점검 제적 및 폐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 .
자료구입방침과 구성비율을 발췌하면 표 과 같다< -20> .Ⅱ

도하여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 선정
어린이 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선정한 우수자료 목록 적극 활용 ,
학년별 독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지도교육을 위한 자료
제본의 견고성 이용과 수리의 용이성 디자인의 우수성에도 유의 , ,
창의력 개발 논리적 사고와 탐구력 배양을 위한 자료 ,

< -Ⅱ 20>

의정부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계획

자료구입방침1.
정기도서1.1
아동서1)
신간도서 및 양질의 자료 우선 구입
원서의 경우 소장가치가 높은 자료 위주로 구입
오락성 위주의 만화책 구입 지양

일반도서2)
희망도서 위주로 구입하되 육아 교육 요리 여행분야로 한정함 , , ,
청소년 문학자료 구입으로 초등 고학년 및 청소년들의 요구 부합

희망도서1.2
매월 신청된 도서를 접수하여 담당자가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구입

비도서1.3
어린이 및 유아 전체관람 가능한 자료 위주로 구입 ,
도서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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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기적의도서관9)

○ 제주 서귀포기적의 도서관은 매년 장서확보계획을 수립하는데 표< Ⅱ
과 같이 목적 기본방침 선정기준 분야별 장서구성계획 등으로 구성-21> , , ,

되어 있다.

자료구성비율2.
어린이도서관 장서구입비율은 아래 구성비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률에 따
라 확보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구분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원서( )
문학 역사 그림책

구성비 100 4 2 2 8 13 8 5 2 25 16 15

< -Ⅱ 21>

서귀포기적의도서관 장서확보계획

자료선정기준1.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제공을 위해 최 신간을 중점적으로 수집하며 발행년도
년 이내의 책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손도서 및 제적도서는3 . ,
발행년도에 관계없이 구입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한국적인 정서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우리 책과 외
국 책의 비율을 적정하게 구성한다.
유아 초등교육 관련 주제의 국내외 자료는 가능한 구입한다 ,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권위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추천도서 권 , ,
장도서 지역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도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팜플렛 등의 소형책자 중고생 참고서 , ,
및 수험서 논문집 기관의 홍보자료 등은 도서비치공간이 협소하고 어린이, ,
도서관의 특수성에 부적합하므로 도서선정에서 제외한다.
이용자가 신청한 희망도서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도서관에 소장되어 . ,
있거나 도서관 자료의 구성 목적에 맞지 않는 도서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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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신청한 희망도서가 과대한 경우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인 회당1 1 5
권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비도서 자료는 유아 및 어린이 정서함양과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로서 유용
성 이용성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형태의 저작물을 선정한다, .
영 유아 관련 자료는 도서 구입비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 60%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자료는 도서 구입비의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10% .
장애우를 위한 자료는 전체도서구입비의 이상을 구입하도록 한다 5% .

분야별 장서구성계획 년2. (2013 )
아동도서 영 유아 및 다문화도서 포함2.1 ( · )

구분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비율 100 11.3 7.5 6.3 11.3 10 7.5 6.3 11.3 18.5 10

청소년도서 및 성인도서2.2
아동들과 도서관을 같이 이용하는 성인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도 확보한다.
단 아동도서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점을 감안 권장도서 및 희망도서에 한하, ,
여 구입하며 구입 도서의 구입한다10% .

비도서 자료2.3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용 비디오 자료중심으로 구입을 하여 이용자들DVD,
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64

기타 도서관 단체 장서개발정책2.4 ( )

미국 프린스턴대학교2.4.1

○ 프린스턴대학교 동문인 씨가 기부하여 설립된 어린이도서관으로서Costen ,
프린스턴대학의 의 산하Department of Rare Books and Special Collections
부서로 존재하며 중앙도서관인 의 층에 위치해 있다Firestone Library 1 .

○ 이 도서관에는 문서화된 장서개발정책은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씨의Costen
뜻에 맞추어 장서를 수집한다 즉 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삽화가 들어간 어. , 15
린이용 책 내부적으로 그림이 있는 어린이 책은 모두 수집한다는 지침이 있(
음 메뉴스크립트 원화 각종 프린트 등을 수집한다), , , .

 도서관소개(http://www.princeton.edu/cotsen/research-collection/
catalogue-project/catalogue-introduction/)

 도서관블로그(http://blogs.princeton.edu/cotsen/)

2.4.2 ALSC(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

는 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세계 최대의ALCS○
조직체로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에서 어린이서비스 분야의 교육과 전
문가적 유대를 유지하여 결성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명 이상의 어린. 4,000
이청소년 사서 어린이문학 전문가 출판사 교육자 문헌정보학 교수 기, , , , ,․
타 도서관 어린이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ALSC http://www.ala.org/alsc/
 블로그ALSC http://www.alsc.ala.org/blog/

○ 제공 장서선정기준 없음Recommended books from ALSC - Book 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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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에서 어린이 도서 음성자료 비디오Children's notable lists : ALSC , ,
중에서 최고의 자료를 선정하여 리스트를 제공함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
사서가 모여 후보 책들 중 리스트에 올라갈 자료를 선정.

○ 선정기준NOTABLE CHILDREN‘S BOOKS CRITERIA( )

① 문학적 수준
② 텍스트와 삽화의 원본성
③ 명확함과 언어의 스타일
④ 삽화의 우수성
⑤ 디자인과 포맷의 적절성
⑥ 기관의 명확함과 정보의 정확성
⑦ 어린이에게 흥미로움과 가치로움
⑧ 어린이의 수용가능성

의ALSC Committees Priority Group -Professional Development• Ⅶ
Children and Libraries Editorial Advisory, Children and Technology,
Children's Book Discussion Group, Children's Collection Management
Discussion Group, Collections of Children's Books for Adult Research
Discussion Group, Education, Managing Children's Services, Managing
Children's Services Discussion Group, Special Collections and Bechtel
Fellowship, Storytelling Discussion Group, Digital Content Task Force

○ 장서개발관련 현안 공통핵심국가표준위원회 의 교과과정 표준화를: (CCSS)
뒷받침하기 위한 도서관의 협력 강화. ALSC School-Age Programs and

에서 사서들이 에 친숙해지기위한 웹사이트를 개Services Committee CCSS
설하여 의 자원 기사 블로그 웹사이트 기타 자료 에 접속할 수 있도CCSS ( , , , )
록 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주제나 형태의 자료를 찾기 위하여 분산된.
앱을 탐색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가장 양질의 신뢰할만한 자료를 제공
하는 곳 도서관에서 을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함 어떤 도구이든지, e-book .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림책 소설 비소설 등 최대한의 독서경험을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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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들을 통합하여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전자책을 찾는 곳이 도서관이
되기를 추구함 디지털콘텐츠 테스크포스팀 구성하여 진행 중이다. .

2.4.3 ERIC(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 은 미 교육부 산하 의 후원을 받ERIC 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
아 설립된 교육 연구 및 정보에 대한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도서관으로

년부터 현재까지 저널 및 기타 자료의 서지레코드에 대한 액세스를 제1966
공하고 있으며 교육자 연구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수 학습 교육 관, , , , ,
련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교육 연구 및 정보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기반의 서지 및 원문 데이터베이스, (full text)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년부터 현재까지 만건 이상의 서지레코드 인용 초록 기타 관련 데1966 140 ( , ,
이터 등 를 제공하고 있다 논문 도서 회의자료 기술보고서 학위논문 정) . , , , , ,
책보고서 기타 교육관련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
형태로 제공하는 자료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PDF .

○ 현재 종 이상의 저널이 색인되어 있고 그 중 약 종 이상은 포괄적으650 , 500
로 색인되어 각 호별로 모든 논문이 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여ERIC , 150
종은 교육과 관련된 논문의 경우 선택적으로 색인되어 있다.

○ 의 선정정책은 일반사항 선정기준 기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ERIC , , . ERIC
의 장서구축에 직접 적용이 되는 선정기준은 교육과의 관련성 품질 후원, , ,
편집피어리뷰 과정 등이며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표 와 같다/ , < -22> .Ⅱ

< -Ⅱ 22> ERIC

구분 내용

일반사항

수집대상
∙포괄적 색인 대상이 되는 저널
∙포괄적 색인 대상이 아닌 저널의 개별 논문
∙비저널 자료

선정기준 교육과의 모든 자료는 교육 분야의 주제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67

관련성

있어야 함
교육 관련 주제 영역 외의 장서는 다음의 목적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학력격차를 좁히는 것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육 사례
∙교육 연구

품질 지침

영어로 쓰여 있거나 완전한 영어 번역이 포함된 자료 ,
기본적 품질 조건
∙완전성
∙무결성
∙객관성
∙실질적 가치
∙유용성중요성/

후원 기준

국내외 전문가 협회 또는 단체나 주 정부 및 연방정부 기
관에 의한 후원을 고려함
협회 및 단체의 평가 시 고려할 점
∙정부구조 이사회의 승인,
∙역사
∙회원
∙조직의 활동 및 조직에서 생산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
한 검토 정책

∙출판일정과 편집정책

편집피어/
리뷰 과정
포괄적(
색인대상
저널에만
적용)

윤리적 지침의 고수 ( )固守
편집상 관례의 준수
논문 선정 방법
논평 등 의견 제시의 기회 존재 여부
철회 절차
 발행의 역사
재발행 가능성
전문 검토 위원회
선택성 (selectivity)

기타 자료의 선정

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자료들 ERIC
∙도서
∙컨퍼런스 프로시딩 또는 발표자료 기조발제를 포함( )
∙청문회 및 보고서
∙연방 및 주의 표준 시험 규정 등에 관한 보고서,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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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국제아동문학관2.4.4

○ 오사카부립 국제아동문학관은 년 도리고에 신 교수가 기증한 점1984 12,000
의 아동문학자료를 바탕으로 개관하였다 어린이문학에 관한 자료센터로서.
일본과 외국의 어린이문학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영구보존 기능을 하고
있다 어린이문학의 국제적 연구기관으로 명의 전문연구원 대학교수 조교. 8 ( ,
수 강사로 구성된 상담연구원 이 국내외 어린이문학 어린이문화 등에 관한, ) ,
공동연구와 개별연구를 진행하고 성과를 자료화하여 정보검색시스템을 통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책 자료 센터 일본 최대 규모인 약 만점 이상의 어린이 책잡: 70 ‧
지 및 그에 관련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년 개관한 이래로 매년 일. 1984
본에서 출판되는 모든 아동서 아동잡지 및 관련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어, .
린이문학 상담코너 작가 작품 서지학적 연구 등 관련정보 제공 독서상( , , ),
담 어린이와 책을 연계하는 다양한 상담정보 제공 등을 마련하여 아동문( )
학에 대한 참고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아동문학연구센터 국제아동문학관은 국제적인 어린이문학 연구센터로서;
아동문학대사전 을 비롯한 아동문학연구서를 출판하고 어린이문학을 연< > ,
구하는 외국인을 초청하여 연구를 지원하거나 어린이문학의 연구조사 어,
린이책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연수원 연구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어린이 책 정보센터 국제아동문학관에서는 모든 소장자료를 인터넷으로:

∙교육부와 당사자간 계약서
∙연구기관 및 정책기관의 보고서(Working Paper)
오디오비디오 레코딩 또는 디지털화된 교육 관련 자료의 /
경우 포함될 수 있으나 수업 지도안이나 블로그 개인 웹, ,
페이지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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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할 수 있으며 일본 아동문학사를 소개하는 여러 자료가 있다 아동문, .
학에 대한 강연회를 열거나 테마를 정해 소장자료를 전시하기도 하고 미,
발표 창작동화나 그림책을 선발하여 작품상을 수여하는 닛산 동화와 그림‘
책의 그랑프리도 매년 개최한다 또한 격년제로 어린이문학 연구에 업적’ .
을 남긴 자에게 수여하는 국제어린이문학상인 국제 상도 있다‘ Grimm ’ .

사례분석의 시사점2.5

○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세계 각국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문학 연구자와 학생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장서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국제청소년도서관은 연구도서관 을 운, (Study Library)
영하여 세계 어린이청소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을 지원하고 있
다 각국에서 출판되는 차 자료와 학술지 등 연구자료을 수집하고 있. 2
다 또한 매년 전 세계에서 명 정도의 연구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연. 15
구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계 어린이 청소년 문학연구
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국제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책과 어린이의 독서에 관계되는 조사연
구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국제어린이디지털도서관 의 연구진은 디지털장서를 활용하여 다(ICDL)
양한 국가에 사는 어린이들의 문화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도서관연맹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분과 는 세계 사서들이 자(LCYAS)
료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관련 연구의 초록
을 제공하는 운영을 지원한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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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조사대상으로 삼은 대다수 도서관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장서
확충계획 안 을 수립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
응답하였으며 장서개발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도 대개 분관인 경,
우로 본관의 장서개발정책을 기본으로 한다거나 시구 단위의 장서개발·
정책 또는 지침 에 자관의 특이사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

 그 외에 대다수는 대략적인 선정기준을 근거로 희망도서를 우선 수서하
고 권장도서 목록 등을 활용하며 만화책 등은 제외하는 정도의 간단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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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현황1.

사명 및 목표1.1

○ 년 현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를 열어가2012 ‘
는 도서관이라는 사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 목표를 설정하’ 5
고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①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발전기반 조성·
② 독서진흥 지원
③ 어린이사서 전문성 및 역량강화
④ 어린이자료 연구지원 및 전략적 장서개발
⑤ 어린이청소년 모델 도서관 역할 수행·

장서수 및 연차증가량 현황1.2

○ 년말을 기준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수집보존하고 있는 전체2012
장서수 주제별 장서수 그리고 자료실별 수장현황을 집계하면 표, , < -1>Ⅲ
과 같다 전체 장서수는 권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총장서수. 471,530

권 의 에 달한다(8,908,987 ) 5.3% .

○ 주제별 장서현황은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이 권으로< -1> 146,761Ⅲ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언어 권 사회과학 권 자연과학, 77,567 , 64,766 , 60,063
권 역사 권의 순으로 많으며 이들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전, 31,374 ,
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를 열어80.7% ‘

Ⅲ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 및 이용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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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도서관이라는 사명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Ⅲ 1> (2012 )

어린이
자료실

외국아동
자료실

멀티
미디어실 서고 청소년

자료실
연구
자료실 계

총류 701 511 1,653 15,396 472 1,991 20,724
철학 604 383 467 7,348 1,439 613 10,854
종교 272 177 715 8,360 349 402 10,275
사회과학 2,652 2,096 12,732 40,368 2,928 3,990 64,766
자연과학 2,714 1,442 6,815 47,514 1,310 268 60,063
기술 508 920 1,042 16,312 1,039 709 20,530
예술 736 1,380 8,473 15,692 1,345 990 28,616
언어 546 843 42,325 32,401 885 567 77,567
문학 7,952 12,797 6,695 102,911 7,489 8,917 146,761
역사 2,657 1,349 2,829 22,015 1,778 746 31,374
계 19,342 21,898 83,746 308,317 19,034 19,193 471,530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자료실별 수장현황은 그림 와 같이 서< -2>Ⅲ
고가 약 로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멀티미디어실 외국아동65.4% , (17.8%),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의 순으로 소장하고 있다(4.6%), (4.1%) .

< -1>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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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최근 년간 장서증가량을 연도별5 (2008 2012)∼
로 분석한 결과 그림 과 같이 연평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 -3> 8% .Ⅲ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 관종의 연차증가율에 대한 일반적 기준인 를5 6%∼
상회하고 있어 어린이청소년 자료수집에 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열정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3>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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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현황2.

자료실별 이용자 및 이용 현황2.1

○ 년말을 기준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자료실별 이용자수 및 이2012
용책수를 집계하면 표 와 같다 즉 자료실별 이용자수는 어린이자< -2> . ,Ⅲ
료실이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멀티미디어실 외국아동자료33.3% , (23.4%),
실 청소년자료실 의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용책수는 어(17.3%), (15.6%) .
린이자료실 외국아동자료실 서고자료신청실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최근 년간 자료실별 이용자수 및4 (2009 2012)∼
자료 이용통계를 집계하면 표 과 같다 즉 연도를 불문하고 어린이< -3> . ,Ⅲ
자료실 이용자 및 자료이용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연도별 이용자수를 비교.
한 그림 를 보면 년과 년에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최근< -4> 2010 2011 ,Ⅲ
년간의 평균도 큰 변화가 없는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4 .

< -Ⅲ 2>
기준 단위 명(2012. 12. 31 / : )

구분 어린이
자료실

외국아동
자료실

멀티
미디어실

서고자료
신청실

청소년
자료실

연구
자료실 계

이용자
인원명( ) 31,622 16,479 22,278 10,072 14,841 4,385 95,292

비율(%) 33.2 17.3 23.4 10.6 15.6 4.6 100.0

이용
책수

책수종 점( , ) 300,94
5 85,216 5,012 55,456 26,708 6,333 473,337

비율(%) 63.6 18.0 1.1 11.7 5.6 1.3 100.0

출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차보고서: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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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목적별 등록자수 및 방문자 현황2.2

○ 최근 년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이용목적별 등록자 및4 (2009 2012)∼
방문자 현황을 집계하면 표 와 같다 연도별로 전체 등록자 및 방문< -4> .Ⅲ
자수는 각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Ⅲ 3>

구분
2009 2010 2011 2012

이용자 자료이용 이용자 자료이용 이용자 자료이용 이용자 자료이용

어린이
자료실 32,645 320,946 28,970 300,497 28,543 273,422 31,622 300,945

외국아동
자료실 9,752 76,818 6,128 49,164 5,718 46,596 16,479 85,216

멀티
미디어실 32,148 5,647 29,298 4,346 25,410 4,864 22,278 5,012

청소년
자료실 11,819 21,861 11,711 25,785 9,043 18,189 14,841 26,708

연구
자료실 4,223 5,126 3,870 4,258 3,270 8,928 4,385 6,333

서고자
료신청실 10,078 48,124 7,919 40,838 10,861 61,771 10,072 55,456

합 계 100,665 478,522 87,896 424,888 82,845 413,770 99,677 479,670

< -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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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용목적별로 분석하면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자수는< -5>Ⅲ
독서에서 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방문자수는 그림2010 < -6>Ⅲ
을 보면 조사연구에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어린· .
이청소년도서관이 조사연구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 독,
서 및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장서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Ⅲ 4>

이용목적
2009 2010 2011 2012

등록 방문 등록 방문 등록 방문 등록 방문

독서 19,140 85,623 6,273 53,419 6,920 43,114 7,559 40,912

조사연구· 2,986 8,141 14,228 32,657 11,206 34,013 9,174 35,887

업무관련 671 3,282 271 1,948 297 1,361 246 1,198

합 계 22,797 97,046 20,772 88,024 18,423 78,488 16,979 77,997

< -5>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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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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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1.

도서관의 사명과 책무1.1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서 어
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최․
신자료 및 소급자료를 최대한 수집제공보존하는 지식정보 보고로서 뿐만․ ․
아니라 장서와 서비스를 매개로 어린이청소년 관련 다양한 연구분야를 지원
하는 지적 구심체로서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따라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정보
서비스 허브로서 기능해야 하며 관련 연구자들을 위하여 국내외 고품질 학,
술자료를 개발제공보존하는 학술연구정보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 ․
다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발.
전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리더 다른 국가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교류협력, ․
하는 창구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장서개발정책의 목적1.2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어진 국가적 사명과 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어린이청소년 장서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은 시대적 민감성 수집대상 자료의 가변성 장서구성의 견고, ,
함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성 등을 함축하는 장서개발정책, (Collection

을 수립성문화 과정을 거쳐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국Development Policy) ․
가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구현해야 한다.

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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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은 모든 도서관서비스의 핵심기능인 장서개
발 및 보존관리 강화에 대한 기본적 입장과 실천적 의지를 확고하게 인식하
고 수행하는데 있다 더 구체화하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장서개발정.
책을 수립하여 관내 뿐만 아니라 국내외 도서관계에 공개하고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주제별 언어별 유형별 개발기준을 설정하, ,
여 미래 장서개발을 위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1.3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
이청소년 학술연구정보센터 어린이청소년 장서 및 문화유산 보존관 어, ,
린이청소년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의 허브 및 구심체 국내 어린이청소,
년도서관 발전의 리더 다른 국가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창, ․
구를 지향해야 한다.

○ 이를 위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그림 과 같이 국내 신< -1> ‘Ⅳ
간자료의 무결성 수집 고품질 해외자료의 적극적 개발 라이선스형 학, ,
술연구자료의 최적화 웹정보자원의 하비스팅 강화 소급자료의 지속적, ,
발굴과 수집 확대 실물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 극대화를 장서개발정, ’
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지향성과 연계하여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신간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 자료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및 관련 연구자에게 유용할 것으+ )

로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납본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때, ,
무결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및 연구집단을 위한 종합적
인 장서보존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기구 관련단체,
등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자료의 질적
수준을 보충하는 동시에 어린이청소년 연구자에게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학술연구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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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라이선스형
자료 전자도서 전자잡지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에게 유용할( , , Web DB)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을 최적화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지식정보서비스의 허브 및 구심체로서의 역량을
제고시킨다.

④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인터넷으로 접근검색이용할 수 있는 웹정보․ ․
자원 중에서 특히 디지털 회색문헌 연구보고서 학술대회논문집 석박( , ,
사학위논문 정부 및 비정부기구 간행물 학술논문 파일 등 을 적극적, , )
으로 개발하여 디지털 지식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후대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을 극대화한다.

< -1>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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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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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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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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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최신자료 수집기능 강화와 더불어 소급자료
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복원하는 방향으로 원본수집 대체본 제작 디, ,
지털 마이그레이션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지식문화유산 보존관
으로서의 역량을 확보한다.

⑥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 신간자료의 무결성 수집 고품질 해외,
자료의 적극적 개발 라이선스형 학술연구자료 개발범위의 최적화 웹, ,
정보자원의 하비스팅 강화 소급자료의 지속적 발굴 및 수집 확대를 전,
제로 어린이청소년 및 관련 연구집단을 위한 실물보존 및 디지털 아카
이빙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자리
매김한다.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1.4

어린이 청소년분야 장서개발정책 확립1.4.1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
내외에서 발행되는 어린이청소년분야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또한 전문연구도서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독서지도 아동문,
학 등을 비롯한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자료를 폭넓게 수집해야 한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년에 발간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2011 「
책 의 특수범주 자료 아래 기술된 어린이청소년자료의 세부지침에 준하여」
장서를 개발해야 한다 이 세부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자료는 영유아. ·
에서 청소년까지 신체적 정서적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발달과 성취에 유, , , ,
용한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며 자료선정기준은 일반적 기,
준과 이용대상별자료유형별주제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 .

○ 그러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관련 전, ,
문연구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전자자료 및 특수범주 장서의 개
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등과 협력.
하여 수집범주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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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략적 장서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들이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원용하여 자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도서
관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국내 어린이청소년자료 수집책무 강화1.4.2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도서관법 제 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청소년 자20｢ ｣
료를 납본수집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에 따르면. 「 」
국내 어린이청소년자료는 납본을 근간으로 개발하고 수증과 교환 등의 방·
식을 병행하여 장서구성의 충실성을 지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학술연구자료의 경우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학자료를 핵심자료(Core
로 간주하되 관련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 교육 사회복Collection) , , ,

지 독서 예술 등의 연구자료 및 청소년 독서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
권장도서 교양 자료 부모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 .

○ 연속간행물의 경우 현재의 구독 규모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도,
서관 및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연구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흡하다 아울러 연속간행물은 발간주기의 변동이 심하므로 연구지원을 위. ,
한 구독종수의 확충을 고려한다.

○ 어린이자료와는 별개로 청소년서비스의 확충하고 상대적 수월성을 확보하
려면 청소년자료의 수집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자료는 그 특성상 납.
본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입기능을 강화한다,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학술연구 지원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계획을 체계화하고 저명,
한 아동문학작가의 컬렉션 등 특화 장서개발 및 확대의지를 명시한다.

해외자료 수집의 다원화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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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발간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에 따르면 외국자료는 구입2011 「 」
에 치중하되 수증과 교환 등의 방식도 병행하여 장서를 구성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현재 세계 아동문학상 수상작 주요 아동작가의,
대표작 및 어린이들에게 각국의 문화와 역사 등 세계를 알려줄 수 있는 아
동도서와 어린이청소년 분야의 문학 교육 심리 등 연구자료를 조사하여 구, ,
입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 이들 자료는 어린이청소년 분야 학계 및 연구자로 구성된 외국자료추천위원
의 추천을 받아 구입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우수 외국자료 구입을 위해
추천위원 개국 명 이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매우 적은 규모로 언어권(12 22 ) ,
과 위원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표 과 같이 일본 국. < -1>Ⅳ 제어린
이도서관은 개국 어린이자료 독일 국제청소년도서관은 개국 언어로120 , 130
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분야의 해외자료 수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유.
관기관 및 단체 도서관 학회 출판사 등 와 협력하여 수집채널을 다원화하( , , )
고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택과 집중형 전략을 구사한다, .

∙연구자를 위한 주요 국가의 권위 있는 아동문학상 수상작

∙외국에서 번역된 한국 아동자료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아동자료 국외거주 한국 아동작가의 작품,

∙각국의 주요 아동문학 도서

< -1>Ⅳ

구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한국( )

국제어린이도서관

일본( )

국제청소년도서관

독일( )

언어별

외국자료
개국12 개국120 개국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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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체계화1.4.4

○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자료와 관련된 오·「 」
프라인 및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전자
도서관과 어린이 그림책 전자 갤러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디지털자료
를 적극 수집해야 한다 특히 세대인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 Born Digital
여 기반의 차세대 디지털자원 확충제공에 주력한다UX(User eXperience) · .

○ 아울러 특화장서에 대한 디지털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소장자료.
의 전략적 디지털화 연구자를 위한 디지털 회색문헌 학위논문 각종 연구보, ( ,
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등 수집의 책무 온라인 자료 수집 확대 특화된 디, ) , ,
지털 컬렉션의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장서개발정책의 내용1.5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장서관리 업무의 마스터플랜으
로서 뿐만 아니라 대내외 공식문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에.
적시하는 핵심적 내용들을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조직차원의 책임부서와 협력지원부서 자, , : ,① ․
료수집의 방법 납본 구입 수증 교환 기탁 영인복제 등( , , , , , )․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어린이청소년 분야의 국가장서개발을:②
위한 수집수준 보존수집 완전수집 혼합수집 보완수집 분담수집 의 우( , , , , )
선순위 설정과 자료유형 및 매체별 개발의 기본원칙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국내자료 및 외국자료의 선택과 관리를 포괄하는:③
기본적 지침과 관련기준
주제별 집서수준의 지침 도서관이 개발하는 모든 자료를 국내자료와 외:④
국자료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세부 지침 편성 연구자료의 경우, .

방식을 준용한 집서수준 현재의 장서수준 수집WLN-OCLC Conspectus ( ,
의지 및 수집목표 보존의지 의 설정과 기호화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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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자유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 및 장서개발정책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⑤

장서개발의 범주와 대상2.

장서개발의 대상2.1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명시하는 자료 정보자료 정보‘ ’, ‘ ’, ‘
자원 지식정보 그리고 정보원은 호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그 대’, ‘ ’, ‘ ’ ,
상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국가장서로서 구축하는 어린이청소년장서
와 관련 연구장서를 의미한다 이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개발제공보존되는 아날로그 자료 및 디지털 정보자원으로․ ․
서 지식문화유산적 가치 교육학술적 가치 연구가치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 ,
용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정보자료를 포함한다.

○ 장서개발정책에서 강조하는 국가장서로서의 어린이청소년자료는 국립어린
이청소년도서관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각종 자료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집 개발 및 보존하는 장서 즉 지적 유산으로서의 축적성, , ,
체계성 가치성을 지니는 자료를 의미한다, .

○ 장서개발정책에서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어린이자료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로 도서관에서 제공하
는 책이나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1)

∙청소년자료는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독서자료로 도서관에서 제
공하는 책이나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2)

1) 발달심리학에서는 어린이를 연령에 따라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등으로 세분, , , ,
화하고 있으며 교육학대사전에서는 아동을 넓은 뜻으로 어린이라고 칭하며 신생아와 유
아를 포함하며 사춘기와 청년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라 정의하고 있다 헌법 아동복지법. , ,
모자복지법 등의 국내법에서는 아동을 세 미만인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은18 .
영유아 및 청소년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동일한 범주로 아동 대신 어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자료란 어린,
이가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이나 그 밖의 자료라 정의하였
다 다만 본문이 아닌 사례의 인용 고유명사로서의 아동문학 등의 표기에 있어서는 어. , ,
린이 대신 아동을 사용하였다‘ ’ .

2)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보다는 나이가 많고 성인보다는 나이가 어린 자를 일컫는데,
청소년의 연령 범위는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진다 청소년문학에 의하면 대략 세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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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 제공되는 학술자료 및 실용서를 말한다, .

∙전자자료는 등의 오프라인 자료 전자책전자잡지CD-ROM, DVD , Web․ ․
등의 온라인 자료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로 유통되는 웹정보자원을DB ,

말한다.

∙특수범주자료는 속성 제본형태 유통경로 이용집단 지적 수준 기대수, , , , ,
명 등의 측면에서 일반자료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운 지도 사진 원화, , ,
실물자료 단명자료 등을 의미한다, .

장서개발의 주체2.2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이 규정한 모든 신간자료 납본수집의 주체이｢ ｣
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납본되는 어린이청소년자료의 수집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의 총체적 책임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관장에게 있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은 납본 및 납본에 의하지 않은 어
린이청소년자료와 관련 연구자료의 수집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담당자는 어린이청소년자료 출판의 최근 경향과 관련 연구의 동향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적의 국가장서를 개발관리하여 효율적이며 효과, ,․
적인 접근방법과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 아울러 이 장서개발정책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구입 수증 국제교환 기탁 영인제본 등 다양한 방법을, , , , ․

세 사이를 그 독자로 규정하고 있고18 , ERIC(The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에 의하면 청소년을 세부터 세 사이로 규정한다 반면Clearinghouse) 18 22 . NAEP(the

는 세부터 세까지를 말한다 우리나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21 25 .
라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법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아동 소년 미성년 등으로 규정하, ,
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법에서는. 18 , 20
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민법에서는 만 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이라고 하고 있다 그, 20 .
리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세 이상 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9 24 ’ .
이렇듯 사전적으로나 법적으로 인간의 발달단계로서 청소년기를 명확히 정의내린다는 것
은 쉽지 않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시기의 학생을 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청소. , ,
년자료는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독서자료라 정의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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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장서를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서개발정책 및 각종
세부지침의 제개정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장서개발의 방법2.3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자료의 법적 제출 납(․
본 국내외 자료의 구입 수증 국제교환 기탁 영인제본 등의 방법을 적용), , , , , ․
하여 어린이청소년자료를 개발관리한다.․

납본수집2.3.1

○ 도서관법 제 조 제 항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20 1 ‘｢ ｣
는 제작일부터 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30 ’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어.
린이청소년자료를 납본방식으로 수집하여 국가장서로 등록하고 영구히 보
존한다.

도서1)

○ 납본 받는 도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판 및 그 이후의 개정판 등 수정판 보완판 수정증보판 완전개정판( , , ,
등)

∙도서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출판사항 또는 판사항이 다른 경우

∙발행연도를 달리하는 재쇄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에서 조(reprinting)
금이라도 변화 추가 또는 삭제 가 있는 경우( )

∙내용과 서지사항 형태 발행 이 동일하면서도 장정이 다른 경우( , )

∙국내에서 발행된 자료로서 본문의 언어가 영어나 기타 서양언어로 기술
된 자료

∙시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판권지가 없는 개인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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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인사의 친필자료

○ 납본 받지 않는 도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 서지사항이 동일한 도서로 연도의 상이성 여부를 불문하고, ISBN, ,
재쇄한 경우

∙도서의 형태를 취하지만 내용이 거의 없는 자료 다이어리 한자연습장( , ,
스티커북 그림연습장 독후감노트 그림본 오선지만 그려진 자료 미제, , , , ,
본형 일회성 자료 및 낱장자료 단어카드 낱말카드 퍼즐 시계보기 그) ( , , , ,
림그리기 등)

∙학원교재 및 강의자료

○ 도서의 납본 수집을 위한 영인본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인자료를 수집할 때는 원본소장 여부 영인상태 가독성 가격 판매목, ( ), ,
적으로 제작여부 자료가치 등을 판단하여 수집한다, .

∙영인자료의 가격이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도서관「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8 3」
요청한다.

증빙서류 저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 제작단가 서점 납품 계약서 제작: , , ,※
량 판매량 납품실적 등, ,

비도서2)

○ 납본 받는 비도서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료로서 가치가 있고 현재 활용 구동 가능한 자료( )

∙단일 버전과 네트워크 버전이 공존하는 경우 단일 버전의 자료, CD-ROM

∙다른 기능과 정보를 추가하여 다시 제작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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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동일하더라도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추가( )

∙국내에서 번역 내용 설명 등을 추가하여 다시 제작한 자료 외국 영화( ) (
등DVD )

∙국내 주요 방송사 방송프로그램 자료TV

∙이미 방영된 프로그램 중에서 판매목적으로 별도 제작한 자료

∙낱장 지도 악보,

○ 납본 받지 않는 비도서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오락용 게임

∙개인저작물 영화 필름 방문판매용 학습자료로 정가에 교육비가 포함된, ,
자료

∙교구 완구,

∙성인용 외설 영상물

∙웹버전

∙구입대상 자료인 와 동일한 자료Web DB CD-ROM

∙내용 출판사항은 동일하나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 영상물,

∙이미지 CD

∙어학 시험 자격증 대비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녹화한 자료, ,

∙전자책

∙컴퓨터 프로그램

∙ 외장하드 저장장치 등USB,

구입수집2.3.2

○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자료 중 특히 청소년에 대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하
여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연구를 위한 핵심 연구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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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자료를 구입방식으로 수집한다 주요 대상.
자료는 국내자료 외국의 학술자료 등이다, .

○ 구입방식으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년 이전에 국내에서 발행된 어린이관련 미소장자료1965
 어린이자료 가운데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
 구한말 어린이용고전자료 시대별 교과서 구술자료 어린이관련 신, , ,
문 잡지 등,

∙ 년 이후에 발간된 자료라 하더라도 현재 납본의무 대상자가 없는1965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관련 자료
 지역에서 비공식적 또는 한정판으로 출간한 아동문학자료
 북한 또는 북한관련 단체가 생산한 아동서

∙미소장 마이크로필름 신문 열람용 마이크로필름 복본( ),

∙중고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청소년 독서자료

∙성인자료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인성과 정서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어린이청소년 분야의 연구자를 위한 학술서와 실용서
 어린이청소년문학 및 출판과 관련된 자료
 어린이청소년의 독서교육에 유용한 자료
 어린이의 교육 및 문화 전반에 관한 자료
 어린이청소년 도서에 대한 평론이나 작품연구 작가연구자료,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자료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소개하는 서평지 독서안내 및 서지목록,
 부모의 가정 교육과 역할을 기술한 자료 등

○ 구입하는 자료 중 외국자료의 수집대상은 다음과 같다.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어린이청소년자료

∙외국 거주 한국작가의 어린이청소년자료



91

∙외국에서 번역된 한국 어린이청소년자료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국의 주요 작품이나 주요 작가의 대표작

∙권위 있는 어린이청소년문학상 수상작

∙권위 있는 기관의 어린이청소년용 권장도서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 추천자료

∙국내 어린이청소년 문학 및 출판의 발전에 기여할 양질의 자료

∙주요 국가의 문화풍습역사지리와 관련된 어린이청소년자료· · ·

∙각국의 전설 설화 민화 등의 어린이청소년용 자료, ,

∙어린이청소년용 다문화자료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 , , , , ,
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 , , )

∙각국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연구자료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 관련 연구자료,

∙어린이청소년도서 출판 어린이청소년 교육 및 문화 관련 연구자료,

구입을 통한 자료수집의 상세기준은 이용대상별 장서개발지침에서 기술3.2※
한다.

수증수집2.3.3

○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출판된 연구용자료나 도서관 미소장 자료 일반도(
서 학술도서 연구보고서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 , , , , ,
료 등 는 수증방식으로 수집한다 다만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세부지침에) .
부합하지 않는 자료나 복본은 수증을 거절하거나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도서관은 기관단체 정부기관 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전문기관 도서관 등( , , , , , )
와 개인 학술원 및 예술원 전직 및 현직 교수 학교장 전문연구원 개인 소( , , , ,
장가 등 을 대상으로 국내 및 외국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수증방식에 의한)
국가 장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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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증방식으로 수집하기 위한 대상 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청소년 도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서 학술참고도서 연구보고, ( ,
서 세미나자료 및 회의자료,

∙외국에서 출판 제작 한 어린이청소년용 자료 및 어린이청소년관련 자료( )
중에서 저자 제작자 가 한국인이거나 그 내용이 한국과 밀접하게 관련( )
된 자료

∙기타 도서관장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국제교환 기탁수집2.3.4 ·

○ 도서관은 각국의 주요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 관련 정부간행물 정책 및 통계자료 학술연구기관 간행물 다문화관, , ,
련 자료 등을 수집한다.

○ 도서관은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과 자료교환 협정을 통하여 어린이청소년
도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부간행물 정책자료 법령자료 통계자료 각종, , , , ,
보고서 등을 최대한 수집한다.

○ 각국의 아동문학전문기관 및 어린이도서관 오스트레일리아 국제아동문( ①
학학회 캐나다 국제아동도서평의회 핀란드 아동문학연구소 독일, , ,② ③ ④
뮌헨 국제 청소년도서관 독일 박물관 스웨덴 아동문학연구, Grimm ,⑤ ⑥
소 스위스 아동 및 청소년 미디어 연구소 영국 중, , Seven Stories,⑦ ⑧ ⑨
국 절강 사범대학 국제아동문학관 미국 의회도서관 일본 오사카 국, ,⑩ ⑪
제아동문학관 등 과 자료의 교환 및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외국)
의 어린이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기타2.3.5

○ 도서관은 소장하지 않거나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
자료 중에서 국내외 소재의 주요 연구자료는 영인복제 및 디지털화 등의 방․
식으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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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대상에서 제외하는 어린이청소년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설의 그림과 사진 난삽한 문장 등이 지배적인 자료,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조잡하고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자료

∙현행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이탈한 자료

∙독서수준을 넘어서는 난해한 자료

장서수집 단계와 우선순위2.4

○ 도서관은 다음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어린이청소년자료를 개발
한다 다만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 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우선순. , , ( ),
위를 달리할 수 있으며 공통적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보존수집(Archiving Collection)①
도서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 지식정보센터로서 정보자
료의 완벽한 보존을 전제로 공시적 이용과 통시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분야의 국가장서를 개발한다는 전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 등을 고려한 자료의 보존을 위하, ,
여 실물 수집을 최대화한다.

완전수집(Perfect Collection)②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정보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통하여 국가지식문화
의 공유와 전승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본 구입 수증 교환. , , ,
기탁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자료 수집의 완전성을 지향한다( ) .

혼합수집(Hybrid Collection)③

도서관은 아날로그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보존한다 그러나 인터넷 정.․
보유통이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도로 증
가함에 따라 장서개발의 무게중심은 인쇄자료에 두되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라이선스 비용 접근검색의 편의성 이용자, ,․
요구와 이용가능성 영구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형, (perpetual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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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회 변화와 이용자 요구의 변화.
에 부응하여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비중을 고려한 장서개발을 추구한다.

보완수집(Back-up Collection)④

도서관이 납본 구입 수증 교환 기탁 등의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최대, , , ( )
화하더라고 완벽하게 수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료의 유형이나 주제에.
따라 미납본 어린이청소년자료 및 연구자료의 확인과 구입 연속간행물,
결호 보완 파오손자료의 수선교체매체변환 연구자료 영인 복제 등을, , ,․ ․
통하여 보완한다.

분담수집(Sharing Collection)⑤

도서관은 국가수준의 다른 도서관 및 해외의 주요도서관과 협력하여 특
정 주제자료 고가자료 회색문헌 인터넷 정보자원 등을 분담형, , Web DB, ,
태로 개발한다.

장서개발의 기본원칙2.5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국가장서를 개발할 때 적용하는 기본원칙은 다
음과 같다.

∙도서관은 현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잠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장서를 개발한다.

∙도서관의 장서개발은 어린이청소년자료에 관한 한 망라성을 추구한다.
다만 현실적인 고려를 통하여 주제 유형 언어별로 선택적으로 수집할, , ,
수 있다.

∙도서관은 자료의 지식문화적 중요성 학술연구 가치 잠재적 이용가능성, ,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개발하되 장서구성에 있어서 편향성이 없도록 최,
대한 노력한다.

∙자료를 선택할 때는 사상 종교 정치적 입장 개인적 이해관계 등을 초, , ,
월해야 한다 즉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의 교육. ,
적 정보적 사회적 가치 등만을 고려하여 선택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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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다.

∙자료를 수집할 때는 보존상 필요성과 이용복사 등에 따른 파오손 가능․
성을 고려하여 복본수를 결정한다.

∙도서관은 장서구성의 체계성과 균형성을 확립한다 이를 위하여 장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핵심자료 주변자료 학제적 자료 등을 골고루 수, ,
집한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지적 수준과 독해능력 수준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등급의 어린이자료에서부터 청소년을 위한 교양자료 그리고 전문 연구,
자들을 위한 학술연구자료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수집한다.

∙도서관은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발행 또는 제작된 포맷이 다르면
각각 최우량판 버전 을 수집한다 자료와 함께 수집된 장난감 모형 및( ) . ,
기타 예외적으로 취급해야 할 아이템들은 자료에 대한 보완가치가 있을
경우 수집한다.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하되,
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은 장서개발정책보다 더 상세한 지침과 기준
을 준비하여 실무에 활용한다.

∙자료의 매체별 수명주기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인쇄매체를 우선 수집한다.

∙다양한 매체 즉 인쇄본 마이크로형태 파일형태, , , CD-ROM, (HTML,
등 로 존재할 경우에는 인쇄매체 파일 마이크로형태의PDF ) , , CD-ROM,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수집하고 기대 유효 수명이 짧은 자료는 온라, ( )
인 등의 전자매체를 적극 활용한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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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료 개발지침2.6

적용대상과 기본지침2.6.1

○ 적용대상

∙국내에서 발간제작된 어린이청소년자료는 그 유형이나 매체 기술된 언,․
어를 불문하고 모두 수집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법시행령, ｢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13 1 ‘ , , ,｣

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 테이프, , , ,
등 시청각자료 중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와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연구에 주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발행제작된 각종 과거자료 납본대상,․
에서 제외된 단명자료 중 연구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등에
도 적용한다.

○ 기본지침

∙이 장서개발정책에서 일반자료는 인쇄 및 비인쇄자료 중에서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기타 회색문헌 보고서 학술대회 자, , , ( ,
료집 회의자료 등 가제식 자료 시청각자료를 말한다, ), , .

∙전자자료는 등의 오프라인 자료 전자책전자잡지CD-ROM, DVD , Web․ ․
등의 온라인 자료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로 유통되는 웹정보자원을DB ,

말한다.

∙특수범주자료는 일반자료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그 속성 제본형,
태 유통경로 이용집단 지적 수준 기대수명 등의 측면에서 특수성을, , , ,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 즉 고서고지도 실물자료 단명자료 기타, , , ,․
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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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대상인 신간자료는 도서관법 제 조 제 항의 납본규정에 근거하20 1｢ ｣
여 망라적으로 수집개발하며 납본된 자료라 할지라도 이용 및 보존용으,․
로 복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입과 기타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영인복제․
등의 방식으로 복본을 추가로 확보한다.

∙납본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특수범주자료는 내용적 이용가치 및 형태서
지적 보존가치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구입 수증 영인제작 디지털화 등, , ,․
의 방식을 적용하여 선택적으로 개발한다.

어린이자료2.6.2

일반도서①

∙어린이자료는 도서관의 장서구성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핵심자료일
뿐만 아니라 장서개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자료이며 기본적으로,
도서관법 제 조에 근거한 납본의 방법으로 수집한다20 .

∙어린이자료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이전까지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 ,
적 교육적으로 유용한 일체의 자료를 말하며 그 범주에는 매체의 종류, ,
를 불문하고 어린이용으로 발간제작된 일반자료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
이 포함된다.

∙어린이자료는 납본방식을 통한 수집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
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거나 수증 교환 등을 통하여 최대, ,
한 수집한다 다만 교재와 참고서 등은 그 자료적 가치를 고려하여 제한.
적으로 수집한다 아울러 미납본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본을 요. ,
청하고 납본제가 시행되기 전의 자료는 구입과 수증방식을 병행하여 수,
집한다.

∙어린이의 교양습득 정서함양 인격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진흥용 권, ,
장도서 및 교양도서는 모든 수집방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참고자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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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와 함께 도서관의 핵심장서를 구성하는 참고자료는 사전 백과,
사전 편람 연감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초록 도서목록 등을 포, , , , , ,
괄한다.

∙참고도서가 전자형 등의 다른 버전으로도 출시되는 경우 인, Web DB ,
쇄형을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전자형 등은 접근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차,
원에서 보완적으로 납본이나 구입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참고도서는 단편적인 참고 및 조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료이므로 최대한
최신의 정보를 수록한 자료로 집서를 구성한다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
에 출판된 소급자료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연속간행물③

∙연속간행물에는 유아 어린이 학부모 대상의 지속적으로 간행되는 정기, , ,
부정기 간행물로서 어린이잡지 소식지 신문 등이 포함된다, , , .

∙도서관은 어린이자료로서 교육적 교양적 정보적 측면에서 충분한 이용, ,
및 보존가치가 있는 연속간행물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집한다.

청소년자료2.6.3

일반도서①

∙청소년자료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청소년 대상 자료와 청소년에게 유용
한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도서관 장서구성에서 어린이자료.
와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료이며 장서개발정책에서 중요한 고,
려대상이다.

∙청소년자료는 납본수집과 구입을 병행하되 수증과 교환 등을 통하여 최,
대한 수집한다.

∙교과서 교재 학습자료 등은 그 자료적 가치를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수, ,
집한다.



99

참고자료②

∙청소년을 위한 참고도서는 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인명정보원 지리, , , , ,
정보원 색인초록 도서목록 등을 말한다, , .

∙참고자료는 청소년문학 교육 진학 및 진로적성 탐구 인적성 개발 등과, , ,
관련있는 자료 위주로 최신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참고자료 중 교과교육에 필수적인 자료와 교과연계자료는 도서관자료로
서의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한다.

연속간행물③

∙연속간행물에는 청소년잡지 소식지 신문 등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모든, ,
종류의 간행물이 포함된다.

∙주된 이용자인 학생과 교사의 관심을 반영하여 수집하되 전자형태의 잡,
지와 비교하여 인쇄형태의 잡지를 우선 수집한다.

∙청소년 관련 연속간행물로 청소년문학 교육 진학 및 진로적성 탐구 인, , ,
적성 개발 언어습득 등과 관련된 자료는 우선 수집하며 일반적인 관심, ,
취미 연예 등을 다룬 잡지 는 수집하지 않는다, (magazine) .

연구자료2.6.4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지식정보서비스 센터로 기능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를 위.
해 연구 자료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연구장서.
를 구축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일반자료①

∙연구자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거나 수행하는 다양
한 분야의 학제적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구성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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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연구자료의 범주는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현재와 역사에 대한 자료 어린,
이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료를 위주
로 우선 수집하되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에 관련된 자료들로서 예술분, ,
야 심리학 교육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 사회학의 사회, , , , , ,
과학 분야 자료들을 보완적으로 수집하며 주제분야의 확대를 기한다.

∙도서관은 상기 자료를 구입방식으로 수집하며 집서수준을 단계 연구지, 4 (
원수준 로 설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참고도서②

∙일반도서와 함께 도서관의 핵심장서를 구성하는 참고도서는 사전 백과,
사전 편람 연감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초록 도서목록 등을 말, , , , , ,
한다.

∙참고자료는 교과교육에 필수적인 자료는 교과 연구자료로서의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 연구에 필요한 참고자료는 주요 서지 색인 등의 이차자료,
위주로 구입하며 학위논문 등의 웹정보자원 위주로 구입한다, DB .

연속간행물③

∙연속간행물에는 국내 아동문학 아동학 아동심리 및 교육 독서교육 등, , ,
어린이청소년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학술지 소식지 신문 등의 정기, , ,
부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

∙학술지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의 최신동향을 알 수 있도록 최신자료
위주로 수집하되 연구자료로서의 장기적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하며 전, ,
자형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전자형을 구독한다.

영인복제자료④ ․

∙영인복제자료는 내용적 및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원본을 그대로 영인 복,․
제한 자료를 말하며 수집대상은 납본제가 시행되기 전의 자료로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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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소년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국한한다.

∙대상자료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와 기존의
연구자료 및 개인문고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
로 수집하고 자료가 국내 타기관 및 외국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어린이청소년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들을 선별적으로 영인하여
수집한다.

전자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2.6.5.

오프라인패키지형 전자자료( )①

∙전자자료 중 오프라인형 자료는 디스켓 테이프CD-ROM, DVD, VCD, ,
등의 물리적 장치에 고정시킨 패키지 계통의 디지털 콘텐츠 자료를 말
한다.

∙도서관은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인쇄형과 함께 유통될 경우에 양자를
각각 수집하되 인쇄형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

∙도서관은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네트워크형으로도 존재하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네트워크형을․
우선적으로 계약한다.

∙현재 오프라인형으로 수집하는 전자출판물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
등의 계약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한다.

온라인네트워크형 전자자료( )②

∙온라인 전자자료는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계통의 전자출
판물로서 전자책 전자잡지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사본자료를, , Web DB,
포함한다.

∙ 온라인 전자자료는 인쇄형이나 오프라인형보다 더 광범위한 정보에 대
한 신속한 접근과 이용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검색성능을 제공
하므로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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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자료를 개발할 때는 접근 및 검색의 신속성과 편의성 외에
도 동시 접근자 허용기준 사이트 내에서의 복제와 다운로드 원격복사, , ․
제공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에 유의한다, .

∙웹정보자원은 대표적인 서지 어린이청소년분야 전문지식 어린이DB, DB,
청소년연구를 위한 학술정보 통계 조사데이터 법령정보 지도자료( DB, , , ,
정책문서 등 저명사전과 시소러스 희귀자료와 절판자료 그리고 상업), , ,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DB .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전자도서관 과의 협력하에 온라인 전자자( )
료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이용서비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자료를 우선적
으로 수집한다.

멀티미디어자료③

∙도서관이 수집하는 시청각자료는 시각자료 슬라이드 필름스트립 비디( , ,
오 테이프 영화필름 비디오 디스크 등 청각자료 음반 카세트 테이프, , ), ( , ,
오디오 테이프 등 실물 또는 모형자료 지구의 표본 게임 등 를, CD ), ( , , )
포괄한다.

∙원본수집을 통한 원형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는 시청각자료는 디
지털 포맷을 우선적으로 수집하며 멀티미디어자료 체험동화구연자료, , ,
위성방송 등 다양하게 수집한다.

∙도서관의 기존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청각자료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
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주기적으로 매체재생 포맷변환 매체변환 등의, ,
마이그레이션을 통하여 접근성과 보존력을 높인다.

특수범주 자료2.6.6

지도자료①

∙지도자료에는 낱장 지도 차트 지도책 항공우주탐사 및 위성 이미지, , , ,
지도 및 지도제작과 관련된 문헌 지리정보원 등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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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도자료는 한국역사를 조명하고 보완하는 차원에
서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독도 및 영토문제 우리나라 고대사 등과. ,
관련하여 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존재하는 지도로서 어린이청소년을 위
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독도와 우리나라 영토등과 관련된 고지도 등은 기존의 지도장서를 보완
하는 차원에서 수집하되 구입방식을 우선하고 기증요청이나 보존대행,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강구한다.

∙최신 지도자료는 아날로그 형태와 디지털 버전을 불문하고 법적 납본,
지도제작 및 유통기관의 기증요청 구입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사진자료②

∙사진자료는 인물 역사적 사건 건축물 자연환경 문화유산 각종 행사, , , , ,
등을 촬영한 낱장 형태의 시각자료를 말한다.

∙사진자료는 교과연계자료 연구자료 위주로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
구입과 유증 등을 통하여 수집한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진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동
시에 디지털화한다.

원화( )③ 原畵

∙원화는 도서관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작품과 원화 자체의 가치를 고려
하여 구입 및 기증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도서관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시 보존 및 이용 측면에서 충,
분한 가치가 있는 원화를 적극 수집한다.

∙원화는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본 전자버전의 수집 또는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체본 위주로 우선 수집한다.

악보 등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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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동요를 포함한 어린이청소년용 음악의 다양
한 유형을 보존한다 법적 납본방식으로 악보 및 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저명한 작곡가의 악보 유명한 음악출판사나 연주단체의 관련자료 작곡, ,
가 및 연주자의 원본자료와 사본은 구입 수증 유증의 방식을 병행하여, ,
수집하되 기존장서의 연구가치를 높이는 사본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

∙구입을 통한 수집에는 인쇄자료 중심의 음악장서를 보충하는데 중요한
희귀성 음악자료 주제나 독자 지원에 유용한 참고자료 등을 포함한다, .

실물자료⑤

∙실물자료는 대부분 도서의 딸림자료 형태로 함께 수집되는 차원의 실3
물로서 카드 화석이나 암석 등의 실물 그리고 모델이나 인형, , (realia),
등의 장난감 등을 포괄한다.

∙실물자료는 도서의 서술과 진행에 필수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
우 제한적으로 수집하며 도서와 분리하여 관리한다, .

∙실물자료는 테마도서 전시 등의 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여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집 유지한다, .

단명자료⑥

∙일반적으로 단명자료는 그 분량이 쪽 이하인 자료를 지칭한다 이 범주5 .
에는 팜플릿 리플렛 포스터 브로슈어 초대장 광고 전단지 프로그램, , , , , ,
및 카드가 포함된다.

∙도서관은 단명자료가 전통적인 인쇄자료의 수집범위 밖에 존재하는 자
료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청소년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와 청소,
년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풍부한 최신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적극적으
로 수집하여 장서구성을 보충한다.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단명자료는 중점 수집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단
명자료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타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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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료 개발지침2.7

적용대상과 기본지침2.7.1

○ 적용대상

∙외국자료는 그 성격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불문하고 자료에 기술된 언어
가 외국어이고 외국에서 발행제작된 자료 즉 저자와 출판지에 외국이라,․
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자료로 정의한다.

∙도서관의 수집대상에는 국내자료와 마찬가지로 발간제작된 모든 유형과․
매체가 포함되며 주요 국가의 일반도서 중 어린이청소년도서 학술서, ( ),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북한자료 및 다문화자료 및 시대적 사, , , ,
회적 흐름에 맞는 적시성 있고 특성화된 자료도 포함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수집하는 외국자료의 대상범주는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의 영토와 역사와 관련있는 자료 한국 어린이청소년 문학의,
외국 발행본 및 한국인이 쓴 자료에 우선 적용한다.

○ 기본지침
∙도서관은 외국에서 발행 또는 작성된 자료 중 이용가치와 학술적 연구
가치 그리고 보존가치가 우수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구입하고 기타 수, ,
집방식 수증 기탁 교환 영인제작 등 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개발한( , , , )
다.

∙수증방식에 의한 수집은 한국인 저자 또는 그 내용이 한국과 관련된 자
료 최근 년 내에 출판된 자료 그리고 도서관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5 ,
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교환에 의한 수집은 해외의 주요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자료교환
을 통하여 연구기관 간행물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자료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가능한 한 미국 일본 중국에서 간행된 간행물을, ,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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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외국자료의 주요 유형 및 매체별 개발은 국내자료의 개발지침을 준용한
다.

∙외국자료는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생산한 최신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되 국가별로는 국내 이용자가 선호하고 지식정보적 가치가 높은,
영미자료 중국자료 일본자료 북한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기타, , , ,
국가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자료 등의 순으로 수집을 강화한다 물론, , .
주제별 수집에는 국가별 및 언어별 다양성을 반영한다.

∙도서관은 주요 출판국가 특히 북미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폭넓게, , EU,
수집한다 영어로 된 자료의 수집에 중점을 두면서 다른 국가의 자료 중.
에서 중요하거나 독창적인 것은 원어로 된 자료를 수집한다.

∙동아시아 자료 중에서 희귀하고 중요한 원형자료는 도서관의 기존장서
에 추가되어야 할 정도로 우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수집한
다.

∙도서관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국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식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이주민의 민족성과 삶 풍습 가치관 등이 반영된 각국의, ,
도서 역사 문화 문학 언어 등 대중잡지 영화 드라마 등 등을( , , , ), , DVD( , )
구입이나 수증방식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 등의 전자자료는 이용자의 요구강도 수록정보의CD-ROM, Web DB ,
유용성과 통합성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인쇄본 수집의 불가능성 구입, , ,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원칙으로 삼아 수집한다.

어린이자료2.7.2

일반도서①

∙도서관은 외국에서 발간제작된 어린이자료를 선별적으로 구입 또는 수․
집하여 장서구성에서 국내 출판자료의 내용적 및 범위적 한계와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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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어린이자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작가의 어,
린이자료 외국에서 번역된 한국 아동서는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도서관은 세계의 그림책과 명작동화 문학 및 그림책과 관련된 연구자료,
학술서 비평서 서평지 각국의 아동문학상 수상작 및 주요 아동작가( , , ),
의 대표작 주요 국가의 문화풍습역사지리와 관련된 어린이자료 각국, ,․ ․ ․
의 전설설화민화 주요 학술지와 참고도서 등의 외국 어린이청소년자료,․ ․ ․
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되 지수 읽기능력 내용 난이도 측정척도, Lexile ( , )
등을 고려하여 읽기수준에 편중됨이 없도록 한다.

∙도서관은 각국의 어린이도서관과 자료의 교환과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의하여 외국의 어린이청․
소년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참고자료②

∙일반도서 연속간행물과 함께 도서관의 핵심장서를 구성하는 참고도서는,
구입방식 위주로 적극 개발한다.

∙도서관은 주요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 , , , , , ,
등 및 국제기구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통계) , , , ,
자료집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초록지를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 , .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의 참고도서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연속간행물③

∙도서관은 수집할 연속간행물의 주요 범주를 잡지 학습지 교양지 신문( , ),
등으로 설정하고 제한적으로 구입한다.

∙외국의 연속간행물은 어린이청소년자료로서 우수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외국 잡지는 일반 교양지와 영어권 국가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청소년자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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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①

∙도서관이 외국의 일반도서를 수집하는 목적은 청소년에게 세계의 다양
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자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작가의 작,
품 외국에서 번역된 한국 문학 등은 우선적으로 수집하되 외국에서 발, ,
간된 청소년자료로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접
할 수 있는 우수한 내용을 지닌 자료들 위주로 구입한다.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인터넷으로 무상 제공되는 경우 예( , Project
등 제공기관의 신뢰성이 높고 장기적 접근Gutenberg, Google Books )

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종이매체에 의한 수집을 대체할 수 있다.

참고자료②

∙일반도서 연속간행물과 함께 도서관의 핵심장서를 구성하는 참고도서는,
구입방식 위주로 적극 개발한다.

∙도서관은 주요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 , , , , , ,
등 및 국제기구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통계) , , , ,
자료집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초록지를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 , .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의 참고도서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연속간행물③

∙외국에서 발간된 연속간행물 중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세계관 형성과 다
문화사회에의 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연속간행물 학술지 교양지 들을( , )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외국 잡지는 일반 교양지와 영어권 국가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연구자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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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①

∙도서관이 외국의 일반도서를 수집하는 목적은 현재 어린이청소년과 관
련된 교육활동 연구 및 저술 등의 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자에,
게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
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간된 연구자료는 어린이청소년 문학뿐만 아니라 어,
린이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예술 심리학 교육학 아동가, , ,
족학 사회복지학 문헌정보학 사회학의 사회과학 분야의 학제적인 자료, , ,
들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북한의 어린이청소년자료,
들을 보완적으로 수집하고 수집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도서관은 상기의 자료들을 구입방식으로 수집하며 집서수준을 단계와, 3
단계 연구지원수준 로 설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4 ( ) .

참고자료②

∙일반도서 연속간행물과 함께 도서관의 핵심장서를 구성하는 참고도서는,
구입방식 위주로 적극 개발한다.

∙연구자료로서의 가치와 교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들은 우선적으로 수
집하며 즉시형 및 조사형 질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의 자,
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차자료의 검색과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색
인 초록 등의 서지자료를 중점적으로 구입하며 국내외 관련기관들과의, ,
협의를 통하여 등의 전자자원을 적극 확보한다Web DB .

연속간행물③

∙외국 잡지는 교양지보다 학술지를 비영어권 국가의 학술지보다 영어권,
국가의 어린이청소년관련 전문학술지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연차보고서 통계연보를 적극적으,
로 수집하며 학위논문과 학술지는 내외 관련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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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전자자원을 적극 확보한다Web DB .

∙주요 국가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세미나 자료 등은 선택적으
로 수집하되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과, ,
협력하여 수집한다.

전자자료2.7.5

오프라인패키지형 전자자료( )①

∙도서관은 외국의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인쇄본과 함께 유통될 경우에
양자를 각각 수집하되 인쇄본 수집을 우선한다, .

∙오프라인 외국 전자출판물이 네트워크형으로도 존재하면 접근열람 복,․
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네트워크형을․
우선하며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 ,․ ․
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한다.

∙해외 전자잡지는 이용도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구입한다 전자책은 참.
고자료를 중심으로 서지 색인초록 인용 는 학문영역별 인문예술 사, DB( , ) ( ,
회과학 과학기술 로 대표적인 패키지를 참고자료는 포괄적 서비스에, ) ,
유용한 것을 엄선한다.

∙기타 외국의 오프라인형 전자자료 개발은 국내 오프라인 전자자료 개발
지침을 준용한다.

온라인네트워크형 전자자료( )②

∙온라인 전자자료는 인쇄형이나 오프라인형보다 더 방대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이용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검색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외국 자료개발의 핵심영역으로 간주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외국의 온라인 전자자료는 접근 및 검색의 신속성과 편의성 동시 접근,
자 허용기준 사이트 내에서의 복제와 다운로드 원격복사제공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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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집한다.․

∙도서관은 외국에서 발간 또는 제작된 온라인 전자자료 가운데 주요 국
가의 상업서지 출판정보 국가서지 서지 사실 패키지형 전자잡, , , DB, DB,
지 등을 중심으로 엄선수집하며 참고자료 중에는 사전 데이터집 통계, , ,․
편람 법령집 등을 주요 수집대상으로 한다, .

∙기타 외국의 온라인형 전자자료 개발은 국내 온라인 전자자료 개발지침
을 준용한다.

멀티미디어 자료③

∙도서관은 해외에서 발간된 멀티미디어 자료를 주제별 전문지식 제공여
부 콘텐츠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

∙한국의 과거 및 현재와 관련되는 자료 해외의 대표적인 수상작품 및 우,
수한 평가나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주제 및 영역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엄선수집한다.․

∙기타 해외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은 국내의 멀티미디어 자료개발지침을
준용한다.

특수범주 자료2.7.6

지도자료①

∙도서관이 수집하는 외국 지도자료는 낱장지도 단일형 또는 연속형 지형,
도 대륙별 및 주제별 지도책 지구의 견본 지명사전 지도제작에 관한, , , ,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등을 포괄한다.

∙지도자료는 세계 또는 각국의 지리적 영역을 표시한 정보원이면서 동시
에 인구 통계 여행정보 등 인문지리적 정보를 제공함으로 구입 또는, ,
수증방식으로 수집한다.

∙도서관은 역사적 측면에서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도로서 어
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지도자료의 경우 인쇄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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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수집을 우선하되 영인복제본을 포함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도서관은 외국에서 제작된 한국 및 관련 고지도 독도 지도 영토 및 영, ,
해와 관련된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 지도 독도 지도 북미 지도 유럽 지, , ,
도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인쇄형 원본과 전자지도를 동시에 수
집한다.

사진자료②

∙사진자료는 인물 역사적 사건 건축물 자연환경 문화유산 각종 행사, , , , ,
등을 촬영한 낱장 형태의 시각자료를 말한다.

∙사진자료는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과 유증 등을 통하여 수집,
한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진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동
시에 디지털화한다.

원화( )③ 原畵

∙원화는 도서관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입 및 기증
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원화를
적극 수집한다.

∙원화는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복제본 전자버전의 수, ,
집 또는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체본 위주로 우선 수집한다.

악보 등④

∙해외의 어린이청소년용 악보 및 음악과 관련된 자료는 작품의 우수성과
요구에 근거하여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저명한 작곡가의 악보 유명한 음악출판사나 연주단체의 관련자료 작곡, ,
가 및 연주자의 원본자료와 사본은 구입 수증 유증의 방식을 병행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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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되 기존장서의 연구가치를 높이는 사본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

∙희귀성 음악자료 주제나 독자를 지원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 등은 수집,
대상에 포함하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국내 음악자료 수집정책에 준한,
다.

다문화자료⑤

∙해외에서 발간된 다문화자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세계관 형성이라는 교육적 가치에 부합되는 자료들을 우선 수집
한다.

∙다문화자료는 국가와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광범하게 수집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우선 수집대상 국가는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을 감안하,
여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 , , , , , , ,
키스탄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한다, .

장서수집 수준2.8

○ 기본지침

∙집서수준은 연구자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집서수준 은 현재의 장서수준 미래의 수집의지와 수(Collecting Levels) ,
집목표 보존의지의 강도와 심도를 종합한 개념으로서 통상 컨스펙터스, ,

방법에 기초하여 장서의 양적 규모 및 질적 수준을 분석(Conspectus) ․
평가한 후에 일련의 기호로 표현한다.

∙도서관의 집서수준을 대변하는 현재의 장서수준은 소장자료의 양과 질
을 표준서지와 비교하여 소장비율을 산출하거나 전문가의 판단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미래의 수집의지는 자료수집과 관련된 각종 정보 장서개, (
발정책 장서증가 및 제적데이터 예산배정 및 지출정보 지출 대비 수집, , ,
자료의 비율 등 및 연차증가율로 판단하며 수집목표는 도서관의 목적) ,
과 목표장서개발프로그램이용자 요구와 비교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보,․ ․
존의지는 장서의 내용적 및 형태적 보존기준의 설정여부 보존범위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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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성 정도 대체방안 마이크로필름화 축적 디지털화 의 모색, ( , CD-ROM , )
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 연구자료의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도서관은 의 컨스펙터스를 원용하여 집서수준을 다음과WLN, LC, NDL
같이 단계로 구분적용한다5 .․

최소수준 기본자료 단행본 참고자료 등 의 범주를 벗1. (Minimal Level) : ( , )
어나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 이 수준의 장서는 기본정보수준과 마찬.
가지로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주 그리고 체계적으로 평가
되어야 하며 오래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와 대체판은 제적해야 한다, .

기본정보수준 특정 주제분야의 개요와 입문2. (Basic Information Level) :
지식을 소개하거나 정의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를 위한 수집의 대상에는 사전 편람 서지. , ,

주요 자료 역사적 조사자료 주요 정기간행물이 포함된다 다만 정DB, , , .
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서를 자주 그리고 체계적으로 평가해
야 한다.

학습교육지원수준3. (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특정 주제분) :
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추가유지할 목적으로 수집하는 수준이다 수집.․
대상에는 광범위한 기본도서 중요한 고문헌 주요 저자의 전집류 기타, , ,
저자의 일부 자료 대표적인 학술지 적절한 데이터파일 참고도서 및 기, , ,
본서지가 포함된다 이 수준의 장서는 대학수준 이상의 교육적 지원 공. ,
공 및 특수도서관 이용자의 대다수 학습적 요구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만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연구수준 박사과정 및 독립적 연구에 필요한 연구보4. (Research Level) :
고서 새로운 발견 과학실험 결과 기타 정보를 포함한 주요 자료를 수, , ,
집하는 수준을 말한다 수집대상에는 해당분야의 대다수 학술지 주요 색. ,
인초록지 모든 중요한 참고도서 광범위한 학술서 주요 전자자원이 포, , ,
함되며 오래된 자료일지라도 역사적 연구를 위해서는 적절히 보존해야,
한다.



115

망라적 수준 특정 주제분야의 자료는 언어 포5. (Comprehensive Level) : ,
맷 출판년도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수준은, .
궁극적 목적은 주제별로 전문화된 장서를 유지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라 할지라도 역사적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보존
해야 한다.

∙도서관이 단계 집서수준을 적용할 때 주제별 자료의 포맷 및 특성별5 ,
기준은 표 을 근거로 결정한다< -2> .Ⅳ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 개발을 위한
주제 학문 별 집서수준은 의 개 주류로 구분하여 표 을( ) KDC 10 < -3>Ⅳ
기준으로 설정한다 각 주류의 하위주제에 대한 집서수준은 주제별 개발.
지침에서 상세하게 정한다.

표< -2Ⅳ 도서관 집서수준의 포맷별 및 특성별 결정기준>

포맷특성/ 1 2 3 4 5

학술적 수준 고등학교 전문대학 학부석사/ 박사연구 전문연구자
장서의

전체적 목적
최소 수집 :
상대적

주제의 개론
및 정의

모든 대중의
요구 지원

박사과정 및
고급연구 지원

망라적
수집

일반도서 매우
제한적 수집

제한적
수집

광범위한
수집

매우
광범위한 수집 〃

전문학술서 해당없음 해당없음 선택적 수집 〃 〃

일반잡지 〃 대표잡지의
제한적 수집

광범위하게
수집 〃 〃

전문학술지 〃 해당없음 대표적 학술지 〃 〃

참고자료 최소 제한적 수집
문헌안내 수준:

광범위하게
수집 〃 〃

전자자원 비상업적
자원의 수집

상업적 또는
무료 웹의
선택적 수집

상업적 및
웹자원의
폭넓은 접근

〃 〃

신간비율 미만5% 미만5 10%∼ 미만10 25%∼ 25 75%∼
미만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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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해외의 주요 국가도서관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자료교환,
공동이용 수집정보 공유 등을 중심으로 외국자료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을 강화한다.

∙도서관은 외국 주재 한국문화원과의 협력하여 외국자료를 구입 및 수증
방식으로 수집하는데 진력한다.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분야의 방대한 국가장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
내의 주요 도서관들과 협의체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자료 회색,
문헌 와 전자잡지 인터넷 정보자원 등을 공동 또는 분담형태, Web DB ,
로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서관은 국내의 대표적인 문화기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과 협력( , , )
하여 고문서 고지도 필사자료 그림자료 입체형 실물자료 원화 등의, , , , ,
특수범주자료 수집기능을 강화한다.

< -3>Ⅳ

주 제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 자료
국내자료 외국자료 오프라인 온라인

총 류 3 3 3 2
철 학 2 1 2 1
종 교 1 1 1 1
사회과학 4 4 4 2
순수과학 2 2 2 2
기술과학 1 1 1 1
예 술 4 3 3 2
언 어 3 3 3 2
문 학 4 4 4 2
역 사 4 3 4 2

최소수준 기초정보수준 학습교육지원수준 연구수준* 1 : , 2 : , 3 : , 4 : ,

망라적 수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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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개발과 지적 자유2.9

○ 지적자유는 언술의 자유 독서권 정보에(Free Speech), (Freedom to Read),
대한 접근권 표현의 자유(Open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of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궁극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Expression) ,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 는 지적자유를 모든 관점으로부터 제한 없이 정보를 찾고 획득할 수ALA ‘
있는 모든 개인의 권리로 정의하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의문점 원인 양’ , ,
상 등을 섭렵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상적 표현에 대하여 자유롭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장서개발정책에는 반드시 성문화된 지적자유보호 지침을 포함하여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읽는 자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허용케 함으로써 지식과 정보의 광장으로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의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성IFLA ‘
명 과 디지털도서관선’(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
언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
언을 지지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한다 또한 장서개발에 있어서도 국립중앙’ ‘ ’ . ,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다음의 지적 자유 수호의 의
지를 밝힌다.

○ 도서관 장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당대 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한 지적 및 정신적 풍요와 다양성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은 장서개발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
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며 도, ,
서관 및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 및 이용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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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개발정책의 유지관리2.10 ․

○ 관리주체

∙장서개발정책의 유지 및 실행에 관한 책임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에게 있다.

∙장서개발정책의 검토와 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가
주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서개발위원회의 최종 검토과정을 거친
다음 관장의 결제로 확정한다.

○ 개정주기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세부지침을 규정한 문서
로서 실무수행의 체계성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 현실성을 확보하는데, , , ,
목적이 있다 국가 및 사회환경 지식정보의 생산유통 패러다임 이용자. , ,․
정보요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때 실용적인 정
책문서가 될 수 있다.

∙이에 도서관은 최소 년을 주기로 장서개발정책의 체제 및 내용을 검토5
하여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제정 년 월 일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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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개발정책의 세부지침3.

기본지침3.1

국내자료3.1.1

○ 대상

∙어린이청소년용으로 국내에서 발간 제작 된 도서관자료는 그 유형이나( ) ,
매체 기술된 언어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한 어린이청, .
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구용 자료 부모용 자료도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도서관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도서 연속간행물 악13 1 ‘ , ,「 」
보 지도 및 가제식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 ,・ ・ ・
테이프 비디오물 등의 시청각자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조 제, 2・ 「 」
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비디오디스크 등의 유4 ,
형물 점자자료 녹음자료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 범주 자, ・ ・
료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

∙그 외에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년 이전에 발행 제작된 각종1965 ・
도서관자료와 납본대사에서 제외된 단명자료 등에도 적용된다.

○ 기본지침

∙국내에서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발간 제작 된 일반자료 참고자료 부모자( ) , ,
료 교육 및 연구용자료는 납본 수집을 근간으로 개발하되 납본 제도가, ,
시행되기 전의 자료는 구입과 수증으로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교양습득 정서함양 인격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진, ,
흥용 권장도서 및 교양도서는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원로 아동문학가가 저술한 아동문학과 관련한 주요 자료는 수증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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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여 장서에 편입시키거나 위탁관리를 유도한다.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형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적
으로 구입한다.

∙국내에서 출판 및 제작된 어린이청소년도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최대한
수집하되 어린이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자료나 도서로서의 가치가 없
는 자료는 제외한다.

∙교육부 문화관광부 및 기타 권위 있는 어린이청소년단체가 추천한 자료,
는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다양한 형태 및 종류의 교과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성인자료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인성과 정서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 분야의 연구자를 위한 다음과 같은 학술서와 실용서는 적
극적으로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문학 및 출판과 관련된 자료
 어린이청소년의 독서교육에 유용한 자료
 어린이의 교육 및 문화 전반에 관한 자료
 어린이청소년 도서에 대한 평론이나 작품연구 작가연구자료,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자료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소개하는 서평지 독서안내 및 서지목록,

∙부모의 역할 및 가정교육을 기술하여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 자료 중에서 시각장애아 등을 위한 특수범주자료는 국립
중앙도서관의 장애인용 대체자료 기준에 따른다.

어린이자료1)

○ 어린이자료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발달을 주제로 한 자
료로서 아동 문학상 수상작품 주요 단체 및 학교의 권장도서 어린이의 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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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자료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기본지침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발달과 성취에 유용한 각종자료
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등 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 ) .

∙국내 어린이자료는 납본수집을 근간으로 개발하고 외국자료는 구입에,
치중하되 수증과 교환 등의 방식도 병행하여 장서구성의 충실성을 지향
한다.

∙어린이의 흥미와 요구 관심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

∙어린이가 인터넷환경에 익숙한 네트워크 세대인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
인 및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터넷 장서개발도 고려한다.

∙다양한 지역과 계층 인종이 등장하는 작품을 수집함으로써 독서를 통해,
어린이가 세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아동문학상 수상작품이나 주요 아동작가의 작품은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권위 있는 기관의 권장도서 및 추천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교과연계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어린이자료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3)

권위 저작자 작가 삽화가 편집자 번역자 감수자 출판사 제작자 등 의: ( , , , , , , )①
능력은 어떠한가 주제에 대한 저작자의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저작자는, ,
그 주제분야의 전문가 등 신뢰할만한 정보원에서 인용했는가 저작자는 이,
주제에 관한 다른 자료를 간행하거나 저술한 적이 있는가

3) 어린이자료의 주요 선정기준은 다음의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Kay Bishop, The
collection program in schools-Concepts and Practices, 5th ed.. Libraries Unlimited,
2013 ; Phyllis Van Order, Selecting books for the elementary school library media
center : A complete guide, Neal-Schuman, 2000 ; Betty Morris,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Libraries Unlimited, 2003) ; Sandra Hughes-Hassell &
Jacqueline Mancall, Collection management for youth : Responding to the needs of

어린이도서관문화재단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learners, ALA, 2005 ; ,
외 문헌 및 사례 연구 마이클 설리반 어린이 서비스의 기초 국립어린이청소년, 2010. ; , ,
도서관 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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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내용이 독자들의 연령 발달단계 독서수준에 적합한가 독자가 흥: , , ,②
미와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인가

범위 책의 저작목적은 무엇인가 내용의 범위가 목적에 충실한가 책의 목: , ,③
적이 독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가 관련 정, ,
보에 대한 기술은 개괄적인가 세부적인가 전문적인가, ,

정확성 자료는 최신성이 있으며 정확한가 저자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 ,④
고 있는가 편향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작품에 사용된 정보의, ,
출처를 밝히고 있는가

제시방법 제시방법이 주제에 적합하며 독자들에게 효과적인가 제시방식이: ,⑤
편향되어 있거나 진부하지 않는가 독자의 관심을 끌며 해당 주제를 더 깊,
이 탐구하도록 유도하는가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가, ,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가 용어해설이나 주가 독,
자의 주의를 분산시키지는 않는가 삽화와 도표는 정보를 제시하는 데 어떠,
한 역할을 하는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정보를 제시하는데 꼭 필요한가 삽, ,
화와 도표는 간단명료하며 쉽게 해석할 수 있는가 삽화와 도표는 내용과,
잘 어울리는가

문학성 주제와 주요개념은 무엇이고 작가는 주제와 주요 개념을 어떠한: ,⑥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전달방식이나 장르가 주제와 어울리는가 줄거, ,
리 배경 인물 표현방식 등이 일관성있게 구성되었는가 도입부는 독자의, , , ,
흥미를 자극하는가 이야기에 도입 전개 결말의 구조가 있는가 작가는 논, , , ,
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가 작가는 이야기의 전개와 변화를 개연,
성있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야기에 시간과 장소의 배경이 명확히 기술되,
어 있는가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으로 올바른가 등장인물의 행동이 설득, , , ,
력있는가 어휘와 문장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느낌을 잘 전달하는가 작가, ,
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적절한 시점을 사용하는가

미적 우수성 그림은 알기 쉽고 주의를 끄는가 책표지는 아름답고 관심을: ,⑦
유발하는가 색채는 주제에 맞게 사용되었는가 글과 그림은 균형있게 배치, ,
되었는가 글씨체는 독자에게 적절한가 표지를 보고 내용을 짐작할 수 있, ,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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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조직 정보는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렬되고 조직되었:⑧
는가 내용은 학생들이 잘 탐색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가 주요 사, ,
항에 대한 강조 및 요약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는가,

특별 요소 색인은 해당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담고 있는가 특정 정: ,⑨
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제색인이 있는가 장절의 제목과 색인은,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가 발췌한 부분이나 해설을 강조하기 위,
하여 다른 크기의 활자를 사용하는가 참고문헌이 있는가,

물리적 특성 제본이 튼튼한가 책을 편하게 펼칠 수 있는가 책의 모양이: , ,⑩
제목이나 주제에 적절한가 종이가 얇아 뒷면의 인쇄된 내용이 비치지는 않,
은가 자간과 행간이 독자가 보기에 적합한가 여백은 글자를 읽는데 효과, ,
적인가 활자의 크기와 형태는 독자에게 적합한가 그림과 텍스트의 배치는, ,
적절한가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책이나 헝겊책은 안전에 문제가 되지,
는 않는가 팝업북이나 들춰보기책 등은 충분히 질기고 자연스럽게 펼쳐지,
는가

기술적 완성도 그림과 사진이 명확하고 독자의 시선을 끄는가 글에 대: ,⑪
한 그림의 비율이 내용과 대상독자에게 적절한가 색상은 주제 또는 작가의,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소리 시각적 요소 내용 설명 등은 주의를 집, , ,
중시키는가 음악 해설 대화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음향효과는 내용과, , , ,
잘 어울리는가 말은 분명하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귀가 불편, ,
한 사람들을 위한 자막기능이 있는가 물체의 움직임 화자의 표현력 카메, , ,
라 움직임 해상도 선명도는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 ,

다른 작품과의 비교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작가의 다른 작품과 얼마나 유사:⑫
하고 다른가 같은 주제의 다른 작품과 얼마나 유사하고 다른가,

시리즈 자료 각각의 작품은 장르에 따른 자료선정 기준을 만족시키는가: ,⑬
넌픽션 자료에서 한 사람이 전체 시리즈를 저술할 경우 관련 주제분야 전,
체를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작가가 검증되어 있는가 시리즈물 전체를,
혼자서 저술한 경우 작가가 전작에 걸쳐 독자의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가 순서에 관계없이 각 자료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가 순서에 따라 읽어야 한다면 맨 먼저 읽어야 할 자료를 명확히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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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가 이러한 정보를 표지 및 표제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가격 가격 대비 자료의 가치는 충분한가 가격은 같은 주제의 다른 자료: ,⑭
에 비해 너무 비싸지는 않는가 구입시 가격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지는 않,
는가 시리즈물이나 전집류의 경우 모든 자료의 가격이 일정하거나 타당하,
게 책정되었는가

교육적 설계 자료는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고 창의성을 북돋아주는가 내: ,⑮
용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이용자는 자료이용에 필요한 능력,
을 갖추고 있는가 표현방식이 흥미를 유발하는가 전자자료의 경우 프로그, ,
램의 특정한 부분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가 색상 문장 소리 그래픽 등, , , ,
은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는가 지시사항은 명확한가 알맞은 교육 보조용 자, ,
료가 제시되어 있는가

활용도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주제와 관련이 있는가 해당자료를 누가 언: , ,⑯
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료를 활용하는 목적은 과제해결을 위한 것인, ,
가 개인적인 정보습득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인가 책을 잘 읽지 못하는 독, ,
자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교사가 학습지도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는가 읽어주는 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번역서 원자료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는가 자연스럽게 번역되었는가 번역: , ,⑰
자의 자격은 적절한가

장서구성 요소로서의 가치 해당 자료가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이용자의:⑱
요구에 부합하는가 자료를 갖춤으로써 하나 이상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
는가

기타 사항⑲

장애인을 다룬 자료 장애아를 모든 어린이의 전형적인 특징인 호기심: ,ⓐ
관심 활동력 행동양식을 갖는 개체로서 묘사하고 있는가 장애보다는 개, , ,
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가 장애를 생활의 한 단면으로서만 기술하고,
있는가 생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다루고 있는가 장애를 가진 등, ,
장인물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취와 행복을 경험하는가 등장인물,
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가 자연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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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식으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는가 등장인물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
경을 가지고 있는가 장애인이 사회 다양한 직업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가 장애인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강조되지는 않는가,

다문화자료 소수민족의 관점 경향 느낌에 대(multicultural Literature) : , ,ⓑ
해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과 경험에 대,
해서 다루고 있는가 민족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
소설의 경우 민족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가 모든 문화,
권에서 겪는 보편적 갈등과 문제를 다루는가 삽화는 정확하고 민족적, ,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가 인종차별적인 개, ,
념 표현 어구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사실에 입각한 자료는 역사적, , , ,
으로 정확하게 기술된 것인가 소수민족 출신의 등장인물은 긍정적 이미,
지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인종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 자아상,
이 뚜렷한가 복식 머리모양 음식 가족문화 관습 등은 정확하게 기술되, , , , ,
어 있는가

청소년자료2)

○ 청소년자료에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발달을 주제로 한
자료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품 주요 단체 및 학교의 권장도서 중고등 교과, , ,
연계자료 그리고 성인자료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인성과 정서 지식을 풍부, ,
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이 포함된다.

○ 기본 지침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발달과 성취에 유용한 각종자료
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등 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 ) .

∙청소년의 흥미와 요구 관심을 고려하며 특히 청소년의 관점에서 쓴 작,
품을 수집한다.

∙청소년이 인터넷환경에 익숙한 네트워크 세대인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
인 및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터넷 장서개발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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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소설 사회소설 역사소설 시 등의 문학작품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 ,
정보 건강 스포츠 역사 등의 정보책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 (nonfiction)
주제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다양한 지역과 계층 인종이 등장하는 작품을 수집함으로써 독서를 통해,
청소년이 전세계의 사건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성인용자료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인성과 정서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길게 늘어진 설명이나 현학적인 언어사용은 피하고 청소년들의 일상생
활의 대화에서 쓰는 자연스런 언어를 사용한 작품을 우선 수집한다.

∙정보책 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nonfiction)
년의 정보획득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 분야의 정보책
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청소년의 진로와 적성개발 및 대학안내 직업안내 등에 대한 정보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청소년문학상 수상작품이나 주요 청소년작가의 작품은 적극적으로 수집
한다.

∙권위 있는 기관의 권장도서 및 추천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교과연계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청소년자료는 어린이자료의 일반적인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
으므로 청소년자료는 어린이자료의 주요 선정기준에 준하여 수집한다.4)

어린이청소년 연구자료3)

○ 연구자료에는 다음의 대상이 포함된다.

∙어린이청소년 문학 및 출판과 관련된 각종 연구자료

4) Alleen Pace Nilsen & Kenneth L. Donelson, Literature for Young Adults 6th ed.,
Addison-Wesley Longman, Inc.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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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의 독서교육에 유용한 실용서 및 학술서

∙어린이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 관련 연구자료

∙어린이청소년 도서에 대한 평론 작품연구 작가연구 자료, ,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 관련 연구자료,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소개하는 서평지 독서안내 및 서지목록,

∙부모의 가정교육과 역할을 기술한 자료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발행 간행물 연구보고서 각, ,
종 회의 및 세미나 자료

○ 기본지침

∙어린이청소년 문학 출판 독서 교육 문화 등 어린이청소년 관련 분야, , , ,
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자료지원을 위해 학술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한
다.

∙어린이청소년 도서를 소개하는 서평지 독서안내 및 서지목록은 빠짐없,
이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 도서에 대한 평론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연구자료는 적극,
적으로 수집한다.

∙학교도서관 관련 자료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 관련 연구자료는,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의 독서교육과 관련된 학술자료 뿐 아니라 실용서 및 교양
서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외국자료3.1.2

○ 대상

∙외국자료는 그 성격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발행 제・
작된 자료 즉 출판지에 외국이라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자료로 정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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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대상은 어린이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발간 제작된 모든 유형과 매・
체의 도서관자료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모든 유형과 매체
의 연구자료 및 부모교육용자료이다.

○ 기본지침

∙외국자료는 다음에 적시한 주제나 분야에 유의하여 매체를 불문하고 구
입 국제교환 수증 기타 방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 .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어린이청소년자료 한국 및 한국인의 역사 지리( , ,①
문화 사회 등을 소개한 자료, )

외국 거주 한국 작가의 어린이청소년자료②

외국에서 번역된 한국 어린이청소년자료③

각국의 어린이청소년 관련 주요 작품이나 주요 작가의 대표작④

권위 있는 어린이청소년문학상 수상작⑤
 The John Newberry Medal
 The Randolph Caldecott Medal
 The Coretta Scott King Award
 The Pura Belpre Award
 The Robert F. Sibert Award
 The Laura Ingalls Wilder Medal
 The Margaret A. Edwards Award
 The Michael L. Printz Awards
 Geisel Award
 The Award for Excellence in Poetry for Childern
 The Orbis Pictus Award
 The IRA Children’s Book Award
 The Library Association Carnegie Medal
 The Hans Christian Andersen Award
 The Mildred L. Batchelder Award
 The Ezra Jack Keats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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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oston Globe-Horn Book Awards
 The Lee Bennett Hopkins Poetry Award
 The Bologna Ragazzi Award
 등The Kate Greenaway Award
권위 있는 기관의 어린이청소년용 권장도서⑥
 의ALA Children’s Notable Lists
 의ALA Great Graphic Novels for Teens
 의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Teacher’s Top 100 Books for
Children
 School Library Journal Best Book of the Year
 Kid’s Top 100 Books
 의NYPL 100 Favorite Children’s Books
 NCSS Notable Social Studies Trade Books for Young People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Book of the Year for Children
 등Children’s Book Council of Australia Book for the Year
한국어로 번역된 어린이책의 원서⑦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이 추천한 어린이청소년 자료⑧

국내 어린이청소년 문학 및 출판의 발전에 기여할 양질의 자료⑨

주요 국가의 문화풍습역사지리와 관련된 어린이청소년자료· · ·⑩

각국의 전설 설화 민화 등의 어린이청소년용 자료, ,⑪

어린이청소년용 다문화자료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 , , , , ,⑫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 , )

각국 어린이청소년 문학 관련 연구자료⑬

각국의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서비스 관련 연구자료,⑭

각국의 어린이청소년 도서출판 독서교육 교육 및 문화 관련 연구자료, ,⑮

∙각국의 아동문학전문기관 및 어린이도서관과 자료의 교환 및 교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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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의 어린이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제아동문학학회①

캐나다 국제아동도서평의회②

핀란드 아동문학연구소③

독일 뮌헨 국제 청소년도서관④

독일 박물관Grimm⑤

스웨덴 아동문학연구소⑥

스위스 아동 및 청소년 미디어 연구소⑦

영국 Seven Stories⑧

중국 절강 사범대학 국제아동문학관⑨

미국 의회도서관⑩

일본 오사카 국제아동문학관 등⑪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의하여 외국의 어린이청소년자료를 적
극적으로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용 다문화자료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어
린이의 인구비율을 감안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 , , , ,
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 , , .

어린이자료1)

○ 해외에서 발간된 어린이자료로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발, , ,
달을 주제로 한 자료 해외 아동 문학상 수상작품 주요 단체 및 학교의 권장, ,
도서 아동의 교과 연계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

○ 기본지침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발달과 성취에 유용한 각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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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등 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 ) .

∙외국자료는 구입에 치중하되 수증과 교환 등의 방식도 병행하여 장서구
성의 충실성을 지향한다.

∙어린이의 흥미와 요구 관심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

∙어린이가 인터넷환경에 익숙한 네트워크 세대인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
인 및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터넷 장서개발도 고려한다.

∙다양한 지역과 계층 인종이 등장하는 작품을 수집함으로써 독서를 통해,
어린이가 전 세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아동문학상 수상작품이나 주요 아동작가의 작품은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권위 있는 기관의 권장도서 및 추천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교과연계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선택도구와 함께 어린이자료를 수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선택도구는 표 와 같다< -4> .Ⅳ

< IV-4>

유 형 발행기관 권장도서목록명
발행
시작
연도

발행
주기

선정
권수

도서관

뉴욕공공도서관
Children's Books:
100 Titles for
Reading and Sharing

2002- 연간 권100

시카고공공도서관 Best of the Best 2006- 연간 권110

CCBC CCBC Book of the Week 1997- 주간 권1
CCBC Choices 1980- 연간 권235

시민사회
단체

국제독서협회
어린이도서협회& Children's Choices 1974- 연간 권100

국제독서협회 Teacher's Choices 1989- 연간 권30
미국어린이
서비스협의회 Notable Children's Books 1996- 연간 권80

미국아동문학협회 Notable Children’s Books in
the Language Arts 1997- 연간 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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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료2)

○ 청소년자료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발달을 주제로 한, , ,
자료로서 특히 해외의 저명한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품 주요 단체 및 학교, ,
의 권장도서 중고등 교과 연계자료 그리고 청소년의 인성과 정서 지식을, , ,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인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기본 지침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발달과 성취에 유용한 각종자, , ,
료 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등 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 ) .

∙청소년의 흥미와 요구 관심을 고려하며 특히 청소년의 관점에서 쓴 작,
품을 수집한다.

∙청소년이 인터넷환경에 익숙한 네트워크 세대인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
인 및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터넷 장서개발도 고려한다.

∙로맨스소설 사회소설 역사소설 시 등의 문학작품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 ,
정보 건강 스포츠 역사 등의 정보책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 (nonfiction)
주제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다양한 지역과 계층 인종이 등장하는 작품을 수집함으로써 독서를 통해,
청소년이 전세계의 사건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성인용자료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인성과 정서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길게 늘어진 설명이나 현학적인 언어사용은 피하고 청소년들의 일상생

전문
서평지

혼북 매거진 Horn Book Fanfare 1938- 연간 권20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SLJ's Best Books 1990- 연간 권60
BCCB BCCB Blue Ribbons 1990- 연간 권30

북리스트 Booklist Editor's Choice:
Books for Youth 1997- 연간 권50

언론
기관 뉴욕 타임스 Best Illustrated

Children's Books 1952- 연간 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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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의 대화에서 쓰는 자연스런 언어를 사용한 작품을 우선 수집한다.

∙정보책 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nonfiction)
년의 정보획득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 분야의 정보책
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청소년의 진로와 적성개발 및 대학안내 직업안내 등에 대한 정보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청소년문학상 수상작품이나 주요 청소년작가의 작품은 적극적으로 수집
한다.

∙권위 있는 기관의 권장도서 및 추천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청소년자료는 아동자료의 일반적인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
므로 청소년자료는 어린이자료의 주요 선정기준에 준하여 수집한다.

∙외국자료는 표 를 참고하여 학년구분 권장연령을 참고하여 수< -5> ,Ⅳ
집한다.

< IV-5>

발행기관 서지사항 서평해제· 연령 및 학년

뉴욕공공도서관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연관도서, , ,
소개 O 일부연령 구분

시카고공공도서관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표지, , , O 권장연령 표시,
일부연령 구분

연간목록CCBC( )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 , ,
쪽수 가격, ISBN, O 권장연령 표시

주간목록CCBC( )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연도쪽, , , ,
수 표지, ISBN, O 권장연령 표시

국제독서협회
어린이도서협회&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표지 일부, , , ( ) O 학년 구분

국제독서협회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표지 일부, , , ( ) O 학년 및 연령 구분

미국어린이서비스협의회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수상작 표, , ,
기 O 연령 구분

미국아동문학협회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 , O 구분 및 표시 없음
혼북 매거진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 x 구분 및 표시 없음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 ,
가격 표지 일부ISBN, , ( ) O 권장학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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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연구자료3)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술연구자료 중 해외에서 발간된 자료의 수집대상
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학 및 출판 관련된 저명한 학술연구자료

∙어린이청소년의 독서교육 및 독서습관 형성에 유용한 실용서

∙어린이청소년의 교육 문화활동 여가활용과 관련된 교육연구자료, ,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작품 및 작가를 연구한 자료

∙학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연구자료, ,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목록 독서안내자료 서평지 등, ,

∙가정교육 가족관계 공동체 문화 등을 기술한 자료, ,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회색문헌각 정부간행물 연구보고서 학술( , ,
세미나 자료 학위논문 등, )

○ 기본지침

∙어린이청소년 분야의 문학 출판 독서 교육 문화 등을 연구하는 전문, , , ,
가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 학술연구자료는 최대한 수집한다.

∙주요 선진국 및 국제단체의 어린이청소년 도서에 대한 서지목록 서평,
지 독서안내 자료 등은 빠짐없이 수집한다, .

∙주요 선진국의 어린이청소년 도서에 대한 비평자료 어린이청소년과 관,
련된 작품 및 작가를 연구한 자료는 엄선수집한다· .

∙관종별로는 어린이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등, ,

BCCB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 O 권장학년 표시

북리스트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
가격ISBN, O 권장학년 표시

뉴욕 타임스 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
책 일러스트 일부 O 구분 및 표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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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학술연구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국제적 독서교육 및 동향자료는 학술서를 비롯한
실용서 및 교양서를 적극 수집한다.

∙그 외에도 어린이청소년 연구에 유용한 단행본 학술지 회색문헌 정부, , (
간행물 학위논문 학술세미나 자료 연구보고서 등 통계데이터 법령정, , , ), ,
보 정책자료 등은 디지털 버전으로도 수집한다, .

자료유형 및 매체별 세부지침3.2

일반도서3.2.1

○ 도서관의 장서개발에서 핵심자료에 속하는 일반도서는 발간 또는 제작의 주
체 및 국가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용 일반도서는 납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연구용 도서와 외국 일반도서는 구입위주로 수집한다 아울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본 구입 수증 기탁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 .

○ 개정판 수정증보판 등은 최대한 수집한다, .

○ 문고판보다 단행본을 우선 수집한다.

○ 외국 일반도서의 복본 수집은 종 책을 원칙으로 한다1 1 .

○ 일반도서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선정기준은 이용대상별 장서개발지3.2
침을 따른다.

○ 이 없거나 저수준 교재 등은 극히 제한적으로 수집하되 다음의 자료는ISBN ,
수집에서 배제한다.

∙개인이나 단체를 홍보 선전할 목적으로 간행된 자료,

∙입시 등 수험생을 위한 수험서 및 문제집

∙저속하거나 불온 또는 불건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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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형태상 서비스와 보존에 적합하지 않는 것

참고도서3.2.2

○ 어린이청소년의 용어에 대한 이해 어린이청소년의 조사학습을 지원하는데,
유용한 각종 기본적인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국내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초( , , , , , ,
록지 도서목록 등 는 최대한 수집한다, ) .

○ 국내 참고도서를 수집할 때는 어린이청소년의 독서수준과 이해력 자료로서,
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고 외국 참고도서는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신뢰,
할 수 있는 전문출판사의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의 읽기수준과 이해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참고도서를 수
집한다.

○ 성인용 도서라 하더라도 어린이청소년의 이용에 적절한 알기 쉬운 참고도서
는 수집대상으로 한다.

○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참고도서의 개정판 및 증보판은 반드시 수집하여
최신성을 유지한다.

○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소급 참고도서는 원본구입 영인복제, ,
디지털 대체본 제작 등의 방식으로 적극 수집한다.

○ 외국 참고도서는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종 책을 기준으로 구입한다1 1 .

○ 참고자료가 전자형 등의 다른 버전으로도 출시되는 경우에는 인쇄, Web DB
형을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전자형 등은 접근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차원에,
서 납본이나 구입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 참고도서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저작사항 저자 집필자 편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인가 출판사의 전통: , , ,
과 성격 및 실적 특히 유사한 도서의 출판경험이 있는가 출판년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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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가 개정판이라면 전면개정인가 부분개정인가, ,

∙주제와 내용 주제는 지역적시대적으로 어디까지 취급하고 있는가 어: ,‧
린이청소년의 이해수준에 맞는가 어린이청소년이 흥미 있어 하는 주제,
인가 기술된 항목 수는 얼마나 되며 데이터는 정확하며 최신의 것인가, , ,
용어와 문장은 독자에게 적합한가 자료 발간의 목적이 기술되어 있으며,
자료의 내용은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내용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사실과 의견은 구분되는가,

∙배열과 구성 항목의 배열체계는 어떤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관련어에: ,
대한 참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최근의 참고문헌이 주의 깊게 선택 제시, ,
되어 있는가 부록보유자료상관색인이 있으며 사용하기 쉬운가, .‧ ‧

∙물리적 형태 제본과 장정이 견고하며 어린이청소년이 사용하기에 적: ,
절한가 무게 모양 크기는 어린이청소년이 다루기에 적절한가 지질과, , , ,
활자크기는 독서하기에 적합한가 도판의 분량은 어느 정도이며 특히 칼,
라도판을 많이 포함하는가

연속간행물3.2.3

○ 어린이청소년을 주제로 다룬 대중지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자를 위한 우수한 학술지는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 어린이청소년을 주제로 한 어린이청소년용 연속간행물을 수집할 때는 다음
과 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수집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가

∙주제는 적절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삽화 사진 등은 선명한가,

∙문체는 간결하고 명료한가

∙어린이청소년의 읽기수준과 이해수준에 적절한가

∙잡지에는 색인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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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진에 대한 평가가 높고 편집책임자의 확인이 가능한가

∙연간 발행빈도와 배포범위는 어떠한가

∙내용분량발행빈도와 비교하여 가격은 적정한가‧ ‧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수집한다.

∙외형적 요소 창간연도와 비교하여 주제분야에서 핵심자료로 인정하는:
가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학회지나 전문학술지인가 한국학술진, (
흥재단이나 인용색인지에 등재된 잡지인가 저명한 발행기관 학협ISI ), (
회 출판사 대학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 의 잡지인가 편집진에 대한 평, , , , ) ,
가가 높고 편집책임자의 확인이 가능한가 심사제도 심사규정 편집위원, ( , ,
게재 탁락율 등 가 엄격한 잡지인가 연간 발행빈도게재논문수배포범위) , ‧ ‧
는 어떠한가 내용분량발행빈도와 비교하여 가격은 적정한가, ‧ ‧

∙내용적 요소 주제분야편집방침게재논문의 특성 대상독자 누적색인의: , ,‧ ‧
유무 주제의 성격 일반적 전문적 학제적 은 무엇인가 수록내용이 이, ( , , ) ,
론연구 중심인지 또는 새로운 사실 및 연구결과가 보고되는가 수록논문,
이 어떤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가 삽도사진 등이 선명한가 문체는 간결, ,․
하고 명료한가 인용문헌은 통일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 주요 초록지, ,
나 색인지 등에 수록되는가

∙계량적 요소 특정 잡지에 게재된 논문이 주제별 핵심잡지에 어느 정도:
인용되는가 수록된 논문이 주요 초록지에 출현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인,
가 얼마나 자주 이용되는가 대출 및 복사통계 브라우징 빈도로 평가, ( , ),
다른 잡지에 많이 인용되는가 의 영향계수로 평(Journal Citation Index
가 이용자의 구독요청을 계수화 하였을 때 순위가 높은가),

∙기타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이나 일반지침에 부합하는가 잡: ,
지의 가격이 자료예산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가 다른 국가수준의,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것인가 협동수서의 대상인가 인터넷으로 제공하, ,
는 무료잡지인가 또는 다른 매체로도 이용할 수 있는가 색인초록지, ‧

온라인 와의 연계성이 강한가 발행빈도가 이용자의 요구수CD-ROM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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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일치하는가

전자자료3.2.4

○ 이 지침은 도서관이 개발하는 어린이청소년장서 가운데 국내외에서 발간제‧
작유통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자자료와 인터넷 정보자원에 적용한다.‧

오프라인 전자자료1)

○ 오프라인 전자자료는 다양한 저장 미디어에 존재하는 물리적 매체(Physical
로서 등Media) CD(CD-Video, CD-Graphics, CD-Interactive ), DVD,
디스켓 테이프 등의 자기장치에 고정시킨 패키지 계통의 디지털 콘텐VCD, ,

츠 자료를 말한다.

○ 오프라인 전자자료는 납본을 통하여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인쇄형과 함께 유통될 경우에 양자를 각각 수집하
되 인쇄형 수집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네트워크형으로도 존재하면 접근, , ‧
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
계약한다.

○ 오프라인형 전자출판물이 계약조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 을 충족시( , )‧ ‧
킬 경우에는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한다.

○ 도서관이 오프라인형 전자자료 를 수집할 때 적용하는 선정기준(CD-ROM)
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 환경 도입의 필요성 이용자의 요구도 인쇄매체와 비교한 상대: ( ,
적 우수성 주제영역과 이용자의 지적 수준에의 적합성 인쇄자료 및), ,
온라인 시스템의 유무와 활용가능성 이용자의 정보접근과 입수방식 및,
이용경험 장서개발 및 예산확보 문제,

∙소프트웨어 특성 수록정보의 특성과 범위 정확성 신뢰성 소급성 최: ( , , ,
신성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고정관념 및 인종적 편견의 유무 텍스트삽, , , ․
화음향영상의 질과 균형성 어린이청소년의 주의집중 이용대상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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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어린이청소년의 흥미와 관심 연령 독서력 어린이청소년에 의한( , , ,
테스트 여부 탐색성능 탐색의 속도와 방법 이용자의 수준별 검색가능), ( ,
성 및 메뉴명령어 탐색의 가능성 탐색의 편이성 이용과 이동의 편이), (‧
성 도움말 화면 화면지시 화면배치 그래픽 이미지 탐색결과의 저장과, , , , ,
인쇄 다운로딩 등 온라인 시스템과의 접속여부 개정빈도의 적절성, ), ,

∙하드웨어 특성 컴퓨터와 주변기기 의 종류와 대수 인: , CD-ROM Drive ,
터페이스 카드 케이블 하드웨어의 호환성(Interface Card), ,

∙서비스 조건 직원 교육지원 업그레이드 문제 시스템 에러 및 다운타: , ,
임에 대한 대책

∙비용문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확장 소프트웨어 포함 의 가격 갱: ( ) ,
신료 직원 훈련비용 유지 및 보수비용, ,

온라인 네트워크형 전자자료2) ( )

○ 온라인 전자자료는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거나 도서관이 라이선
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제공자와 원격접근에 대해 협의한 콘텐트 스트,
림 형태의 자료로서 라이선스 계약형 전자책 전자잡지(Content Stream) , , ,
음성음향 영상 이미지 온라인 등의 네트워크 계통의 전자출판물과 도, , , DB․
서관 장서에서 선정한 자료를 디지털 사본으로 제작한 자료를 포함한다.

○ 온라인 전자자료의 수집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준한다 다만 어. ,
린이청소년용의 이용과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개발
한다.

○ 온라인 전자자료는 현재 및 미래의 정보요구에의 유용성 저작자 또는 제작,
자의 평판 제공된 정보의 유일성 내용적 가치 수록정보의 최신성 업그레, , , ,
이드 빈도 접근 이용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집한다, , .

○ 처음부터 온라인 버전으로 발간된 디지털 자원 즉 오리지널 온라인 전자자,
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오리지널 자원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장서를 보완
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가변성이 높은 동적 출판물은 업데이트 전후의 내용 및 구성체제의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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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등을 감안하여 선택한다.

○ 온라인 전자자료의 포맷 파일형식 등 이 여러 종류일 경우에는 국가표준포( )
맷 포맷 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PDF/A ) .

○ 온라인 전자자료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수집제공한다.․

∙언어 한국어로 기술된 전자자원을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또한 영어와: .
주변국가의 언어인 일본어와 중국어자료 다문화자료는 선별적으로 수집,
한다.

∙주제 수집대상의 주제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다양한 주제:
의 자료와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자를 위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수집한,
다 특히나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자를 위한 자료는 어린이청소년 문학.
및 출판 독서교육 어린이청소년 교육 및 문화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 ,
학교도서관 부모의 역할 및 가정교육을 주제로 하는 자료는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윤리 및 정보공개.
관련법령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

∙내용 전자자료의 지적 수준 깊이와 포괄성 권위 유일성 완전성 적: , , , , ,
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용 자료는 어린이청소.
년의 흥미와 관심 연령 독서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

∙기능성 셋업이나 활성 스크립트 등의 특별한 기능성을 요구하는: DB
경우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상황 검색시스템의 우수성과 검색(
의 용이성 인터페이스의 편리성 및 디자인의 통일성 네비게이션의 용, ,
이성 및 링크옵션 전송메커니즘 및 보안과 인증체계에 있어서 적절성, ,
등 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

∙포맷 디지털포맷의 정보자원에 대한 일반적 선정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설명성 상호 호환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포맷의(descriptiveness) :
생성 이력 용도 등과 관련된 문서 및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
것

 독립성 암호화 또는 압축되어 있지 않고 특정 하드(independency) : ,
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기관 또는 사건과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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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할 것
 일관성 기술이 변해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포맷(consistency) :
이름이 변동되지 않고 버전관리가 잘 될 것

 범용성 표준적인 매체이고 사용 선례가 있을 것(widely adopted) :
 품질 공간 및 추가관리 비용이 적고 견실하고 단순하며(quality) : ,
변환할 때 손실이 없을 것

∙이용자 요구 특정 정보자원이 어린이청소년 및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
구자 학부모 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고려하며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 ) ,
영한다.

∙출판사벤더저자의 권위 출판사와 벤더 저자의 권위와 명성이 어느 정: ,‧ ‧
도인지 필요한 자료나 문서가 명확하게 제공되는지 고객지원이 충분한, ,
지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선정도구 주제중심의 비평자료와 서평지를 망라적으로 검토한다 전자: .
자원에 대한 리뷰와 기술보고서 등 가용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다
루는 선정도구에 우선순위를 둔다.

∙접근 원격접근과 관내 및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등 모든: CD-Net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적 문제 적절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입수가능성을 고려한:
다 특수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
지 않는 디지털 정보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하지 않는다.

∙유지와 갱신 인터넷 자원의 역동성 때문에 해당 인터넷 정보자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유지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최신성과 신뢰성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정보자원이 더 포괄,
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카이브로 이관 보존한다, .

∙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심의위원회 규정 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
으로 위촉된 주제분야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 중에서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디지털 자원은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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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전자자료의 국가라이센스 및 공동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기준은 다음
과 같다.

∙전자자료의 공동구매는 우선 국내의 정보수요를 조사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되 국내 다른 도서관과의 중복추진을 지양한다, .

∙모든 구매자료는 원자료 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국가적 아카이(raw data)
빙을 추진한다.

∙도서관은 전자자료를 라이선스 계약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정의
 이용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의 범주
 합법적 이용의 범위
 도서관과 출판사의 쌍방간 임무
 계약의 기간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 온라인 전자잡지는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주제분야의 적합성

∙구독기간 중 혹은 만료 후의 아카이브 가능성

∙연구활동 및 업무수행상 필요성

∙이용통계 및 메타데이터 제공형식의 다양성

∙검색을 위한 다양한 편의기능 제공

∙기타 온라인 서지 와의 연계성DB

∙출판사의 권위와 평판

∙갱신 및 개정의 신속성

∙전자잡지 사이트 설계의 일관성과 논리적 구성

∙전자잡지 사이트로의 접근 용이성

∙도표 및 사진 등의 선명한 인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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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문법과 철자의 정확성

○ 온라인 의 라이선스계약 취소기준은 다음과 같다DB .

∙원정보의 최신성 또는 신뢰성을 상실한 것

∙다른 나 전자자원의 수록범위가 더 포괄적이거나 우수한 경우DB

∙라이선스 구독비용이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인터넷 웹 정보자원3) ( )

○ 인터넷 정보자원은 웹으로 유통되는 각종 파일단위의 전자출판물로서 전자
잡지 전자책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보고서 정책 및 행정문서 통계데이터, , , , , ,
등을 포함한다.

○ 웹정보자원은 대표적인 서지 주제별 전문지식 회색문헌 보고서 회DB, DB, ( ,
의자료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등 파일단위의 학술논문 오픈 액세스 논, , ), (
문 단편적인 학술정보 통계 조사데이터 법령정보 지도자료 정책문서), ( DB, , , ,
등 저명사전과 시소러스 희귀자료와 절판자료 기관레포지터리 디지털), , , ,
문서관 학술출판사 벤더 상업용 기관 학술연구기관학 협 회행, , DB , DDS , ( )․ ․
정 및 공공기관 등의 파일링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 인터넷 정보자원은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자 및 학부모를 위한 자료를 중
점적으로 개발하며 어린이자료 어린이의 관심 태도 생활양식 문화를 대, ( , , ,
표하는 온라인 저작물 는 제한적으로 개발한다) .

○ 인터넷 정보자원은 내용의 충실성과 신뢰성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접근 및, ,
검색의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
한다.

∙인터넷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목적 범위 이용자에 대한 기술, ,

∙정보자원의 저자 및 제작기관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술

∙대학 공공기관 기타 공신력 있는 단체에 의한 유지관리, , ‧

∙표현 및 내용의 측면에서 기술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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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내용의 학술성 상업광고의 배제 여부( )

∙최신성 파악을 위한 작성일 및 갱신일의 기재

∙링크의 완전성 유지 및 일관성

∙파일유형에 대한 정보의 유무

∙피드백 및 도움기능의 제공

∙목차 및 키워드 등 검색기능 제공

∙접근속도의 신속성과 접근의 용이성

○ 도서관은 다음의 사이트에 탑재된 인터넷 정보자원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한국에 관한 것

∙한국 도메인 상에 있는 것(~.kr)

∙한국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과학 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제이, , , , ,
고 한국인이 저술한 것

∙저명한 한국인의 저작이거나 국내외의 해당 학문분야에 기여한 것

○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인터넷 정보자원을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중앙정부의 디지털 자원 어린이청소년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
관 정부 사이트의 자료실 카테고리에 있는 디지털 자원, ‘ ’

∙대학간행물 국내의 저명한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자가 작성한 디지털:
자원

∙회의자료
 국내외적으로 권위가 있는 대규모 국제회의(Union of International

의 기준인 전체 참가수가 명 이상 참가자 중Associations 300 , 40%
이상이 외국인 참가 국가수가 개국 이상 회의기간이 일 이상 에, 5 , 3 )
서 생산되는 자료로서 어린이청소년을 주제로 하는 자료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부기관 전문협회나 기관 대학에서 개최되는, ,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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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잡지
 동일한 분야와 수준의 연구자가 심사평가함으로써 수록된 논문의 수
준과 질을 보장하는 잡지
 국제성과 지역성에 역점을 두어 편집인 심사위원 저자들이 국제적, ,
명성과 다양성이 있는지를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잡지
 다른 연구자에 의한 논문 인용도가 높은 잡지
∙도서관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규정 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
으로 위촉된 주제분야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온라인 디지털 자원 중에서
전문위원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디지털 자원

∙정부기관 도서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웹사이트, , ,

○ 도서관은 웹사이트 및 인터넷 정보자원을 선정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하․
고 접근성을 제공할 때 도서관법 제 조의 에 근거하여 당해기관 및 이20 2｢ ｣
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장르별 및 주제별 세부지침3.3

○ 어린이자료는 그림책에서부터 참고자료에 이르기까지 내용 및 주제에 따라
크게 그림책 문학책 정보책 넌픽션 으로 구분하고 각 주제별로 세부지침, , ( ) ,
에 의거해서 수집한다.5)

그림책3.3.1 6)

○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다.

○ 일반 지침

∙그림책은 어린이가 최초로 만나는 책으로 어린이의 지적 정서적 경험을

5) 어린이자료는 형태별 단계 연령이나 발달단계 장르 등 다양한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 ( ),
으며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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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혀주고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폭넓게
수집한다.

∙높은 평가를 받은 그림책 작가의 작품은 가능한 한 수집한다.

∙그림책의 원서도 수집한다.

∙다양한 나라의 그림책이 골고루 구성되도록 한다.

○ 세부 지침

∙일반사항 글 없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가 표현이 풍부: ,
하고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가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내용이며 간결하게 그려졌는가 일관된 문체로 쓰여졌는가 그림과 글이, ,
조화로운가 글과 그림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가 글과 그림을 통한 이야, ,
기의 전개과정이 자연스러운가

∙그림 그림으로서 예술성이 있는가 그림은 기술적으로 잘 재현되었는: ,
가 그림은 글을 확장시키고 명확하게 하는가 그림은 이야기에서 전달, ,

연구자명 구분
England&asick(1987) 그림책 소설 전승자료 정보자료 전기와역사 비인쇄자료, , , , ,
Sutherland(1997) 마더구스 책 숫자책 개념책 글없는책 초보독자용책 그림이야기책, ABC , , , , , ,

민화 우화 신화 서사시 현대판타지 시 현대소설 역사소설 전기 정보책, , , , , , , , ,
등Temple (1998) 전승문학 그림책 시 현실소설 역사소설 현대판타지 과학소설 정보책, , , , , , , ,

전기
Lukens(1999) 사실주의이야기 소설 판타지 전승문학 시 넌픽션 그림책, fomular , , , , ,
Van Orden(2000) 그림책 소설 장르소설 전승문학 시 정보책 특별한 주제의책 참고도서, , , , , , , ,

사전및백과사전
Galda&Cullinan(2002) 시 그림책 민화 판타지 과학소설 현실소설 역사소설 전기 넌픽션, , , , , , , ,
유소영(2001) 그림책 동시 옛이야기 판타지 창작동화및소년소녀소설 전기, , , , ,
김세희(2000) 운문 산문 지식책, ,

김현희 박상희& (1999) 그림책 전승문학 환상문학 사실문학 지식그림책 동요및동시, , , , ,
한윤옥(1997) 지능개발도서 아동문학 종교도서 만화, , ,

장혜순(1997)
장르 동요 및 동시 동화 및 아동소설 아동극 종류 그림책 전래동요 동- , , , - , ,
물이야기 유머이야기 시 민담 모험이야기 신비한이야기 사랑이야기 판, , , , , , ,
타지 사실적허구 사실에관한책, ,

6) Phyllis Van Order, Selecting books for the elementary school library media
center-A complete guide, Neal-Schuman, 2000, pp.54-55, pp.64-65 ; Literature

호리카와 테루요 아동서비스론 고향옥 역 알마and the child p.100 ; , , , , 2005,
pp.83-84 ; Galda & Cullinan, Cullinan and Galda’s Literature and the Child 5th ed.,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Belmont , CA :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2 : ,
이도서관 기초 장서 개발 연구 을 참고하여 정리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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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분위기와 느낌에 조화롭게 어울리는가 그림의 내용과 분량,
은 책의 목적에 알맞은가 색은 분위기와 감정을 전달하는가 내용에 적, ,
절한 색을 사용하고 있는가

∙디자인 책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눈길을 끌 수 있게 편집되었으며: ,
독자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가 표지 제목 등 전체적, ,
인 책 디자인이 일관성이 있는가 전체적인 책의 크기와 비율이 주제 또,
는 내용에 맞는가 내용 행위 감정 대립 긴장 상호작용 등 을 표현하, ( , , , , )
기 위해 디자인의 요소 선 모양 색의 명암 질감 을 어떻게 이용했는( , , , )
가 글자는 삽화와 시각적으로 잘 어울리는가 글자의 형태와 크기는 내, ,
용에 적절한가 글자의 형태와 크기는 대상 독자에게 어울리는가,

문학책3.3.2

○ 문학책이란 문학적인 즐거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을 말하며 문학,
책의 범주를 옛이야기 소설 시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에, ,
의거해서 수집한다.7)

옛이야기1) 8)

○ 옛이야기는 특정 작가 없이 구전되어 내려온 것으로 후대에 문자로 기록되
어 정착된 것이다.

○ 일반지침

∙옛이야기를 탄생시킨 나라나 지역의 특성과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는 것

7) 문학책은 문학적인 즐거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작품으로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이 안고 있는 의문과 기쁨 슬픔 등이 모두 문학으로 이야기된다 따라서 풍부한 상상력, .
을 키워주고 어린이의 시야를 넓혀주며 따뜻한 감동을 주어 어린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책은 옛이야기 소설 시로 세분하여 세부지. , ,
침을 살펴보았다.

8) Phyllis Van Order, Selecting books for the elementary school library media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도서center-A complete guide, Neal-Schuman, 2000 ; ,

관 기초 장서 개발 연구 호리카와 테루요 아동서비스론 고향옥 역 알마, 2008 ; , , , , 2005
; Galda & Cullinan, Cullinan and Galda’s Literature and the Child 5th ed., Belmont ,
CA :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2 ; Claire England & Adele Fasick,
Childview: Evaluating and Reviewing Materials for Childern, Libraries Unlimited,

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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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집한다.

∙잔혹하거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바꿔 쓰
지 않았는지 유의하여 수집한다.

∙각 나라와 각 지역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 세부지침

∙출처를 밝히고 있는가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살린 구어를 사용하는가 말하듯이 기술되(
어 있는가)

∙대화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야기는 어린이 독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른을
위한 것인가

∙내용은 이야기의 기원이 되는 문화와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야기의 원문에 대한 배경정보가 제공되어 있는가 이야기의 변형에 대,
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이야기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삽화는 예술적으로 우수한가 삽화는 이야기의 기원이 되는 국가나 문화,
적인 정서를 그려냈는가 삽화는 이야기를 보완하고 확장해주고 있는가,

∙재화자와 삽화가는 전문성이 있는가
소설2) 9)

○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 작품으로 독자에게 지적 즐거움과
가벼운 재미를 주는 문학자료이다.10)

9) 소설자료의 세부지침은 Phyllis Van Order, Selecting books for the elementary school
참고하여 정library media center-A complete guide, Neal-Schuman, 2000, pp.73-83

리하였음
10) 아동문학의 한 장르로 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연구자에 따라서는 아동문학에,
속한 소설을 동화라 지칭하기도 하며 또 국외의 연구에서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fiction
다 본 지침에서는 소설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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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침

∙높은 평가를 받은 작가의 작품은 최대한 수집한다.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수집한다.

∙고전에서부터 현대의 일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까지 폭넓게 수
집한다.

∙삶의 다양한 모습을 바르게 이해시켜주는 작품을 수집한다.

○ 세부지침

∙주제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는 어린이의 경험과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
적절한가 주제는 보편적인가 아니면 현 사회와 관련된 관심사를 다루고,
있는가 이야기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인가 이야기는 가르치, ,
려 하지 않고 즐거움을 주는가 이야기는 독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
해주는가

∙줄거리 이야기는 얼마나 빠르게 독자의 관심을 끄는가 이야기는 도입: , ,
전개 결말을 가지고 있는가 작가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가, , ,
이야기구조는 대상독자에게 적절한가 이야기에 역동성이 유지되는가, ,
이야기 전개속도가 독자의 관심을 계속 이끌어내는가

∙배경 어린이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가 배경이 사건에 신뢰성을 더: ,
해주는가 시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가 배경이 실제 장소라면 그, ,
설명은 정확한가 상상의 공간이라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야기를 그럴,
듯하게 만드는가

∙등장인물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는 대상독자에게 적절한가 읽는 사람: ,
이 주인공의 행동 동기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가 등장인물에 대하여, , ,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각 인물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장, ,
인물의 행위는 성격과 부합하는가 등장인물은 인물의 성격이 현실성이,
있으며 도식화되지는 않았는가 등장인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
고 발전하는가

∙스타일 작가는 독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훈계하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



151

단순화시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않는가 작가는 어떤 문학적 장치를 활,
용하고 있는가 대화는 자연스러운가 사용언어는 신선하고 상상력을 풍, ,
부하게 해주는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개되는가,

시2) 11)

○ 시는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의 정수를 추출한 것으로 감각적인,
영상을 만들어내고 느낌을 표현하여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종류의 시.
에는 음악적 리듬이 있어 어린이에게 언어적 즐거움을 준다.

○ 일반지침

∙높은 평가를 받은 작가의 작품은 최대한 수집한다.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수집한다.

○ 세부지침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어린이에게 호소력이 있는가

∙시가 어린이의 감정을 고양시켜 주는가

∙언어가 정교하고 적절한가 리듬과 운율이 적절한가,

∙언어의 비유가 신선하면서 상상력이 풍부한가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가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정보책 넌픽션3.3.3 ( )12)

11) Phyllis Van Order, Selecting books for the elementary school library media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도서center-A complete guide, Neal-Schuman, 2000 ; ,

관 기초 장서 개발 연구, 2008 ; Lee Galda & Bernice Cullinan, Cullinan and Galda’s
Literature and the Child 5th ed., Belmont , CA : Wadsworth/Thomson Learning, 2002
; Claire England & Adele Fasick, Childview: Evaluating and Reviewing Materials for

한윤옥 어린이 정보자료와 활용 아세아문화사Childern, Libraries Unlimited, 1987 ; , , ,
을 참고하여 정리함1997

1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기초 장서 개발 연구, , 2008 ; Betty J. Morris,
Administering the School Library Media Center, Libraries Unlimited, 2003 ; Phyllis
Van Order, Selecting books for the elementary school library media cen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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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책 넌픽션 은 사실 개념 정보 지식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 , , ,
목적으로 하는 책이다 내용의 구성이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활용하.
든 이야기의 구조를 이용하든 관계없이 저술 의도가 독자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거나 독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정보책의 영역에 포함된다.
정보책은 문학책을 제외한 모든 주제분야를 다룬다.

○ 일반 지침

∙자연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적인 사고와 견해를 키워주며
미래를 향한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어야 하며 표현방법이
적절히 구사된 자료를 수집한다.

∙어린이의 지식형성과 학습에 도움이 되며 재미와 오락성이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정보의 주제와 내용을 보여주는 어휘와 구성체계가 정확하고 일관되며
편향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는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필요에 따라 성인자료도 준비한다.

○ 세부 지침

∙정확성 사실 이론 의견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가 작가와 출판사의: , , ,
권위는 어떠한가 작가는 해당 주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수록된, ,
정보는 정확한가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편향된 점은 없는가 최신판인, ,
가 만약 개정판이라면 필요한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는가 저자는 정보, ,
나 삽화의 출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범위 다루고 있는 범위는 주제와 독자에게 적절한가 중요한 사실이: ,

complete guide, Neal-Schuman, 2000 ; Lee Galda & Bernice Cullinan, Cullinan and
Galda’s Literature and the Child 5th ed., Belmont , CA : Wadsworth/Thomson

먼 곳으로부터 온 책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의 아동Learning, 2002 ; Lynne Jackett, “ :
장서 구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제 회 국제심포지엄자료집 참고하여 정리함”, 2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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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구성 정보는 논리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정보를 구성한 방식: ,
이 주제 책의 목적 대상 독자에게 적절한가 정보를 찾아보기 쉬운가, , , ,
적절한 색인 상호참조가 제공되고 있는가,

∙출처는 제시되어 있는가 독자로 하여금 부록이나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확장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가

∙표현방식 책을 읽는데 요구되는 지식수준이 대상 독자에게 적절한가: ,
책의 형태가 매력적이고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는가 편집 내용전개 문, , ,
장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가 용어와 개념은 정확하고 해당 독자에,
게 친숙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그림은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
주며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림은 텍스트와 적절한 간, ,
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책의 미학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가

○ 주제별 세부지침

총류①

∙총류는 서지학 문헌정보학 백과사전 일반 연속간행물 학 협 회단체, , , , ( ) · ,
신문과 저널리즘 전집 향토자료 등의 하위 주제자료를 골고루 수집하, ,
여 집서의 균형을 유지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에 관련된 자료는 최신성을 중시하여 어린이, ,
용으로 알기 쉽게 쓰여진 자료를 수집한다.

∙도서관의 역할과 이용방법 도서관이용을 촉진하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어린이의 정보조사 숙제 및 자유 연구 를 돕는 참고자료를 다양하게 수( )
집한다.

∙독서교육과 관련한 자료는 적극 수집한다.
∙어린이의 용어에 대한 이해 어린이의 조사학습을 지원하는데 유용한 각,
종 기본적인 참고도서 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통계집 등 를 수집하( , , , , )
고 자료의 최신성에 유의한다.



154

철학②

∙철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수집한다.
∙사고력을 키우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제시하며 일상생활의 규범
을 이해시켜 주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엄선한다.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균형있게 수집하되 권위있는 철학자의 저서는,
골고루 수집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유의하여 학생들의 조사 학습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
록 수집한다.

종교③

∙종교 기본이론서 각 경전의 해설서 등 종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수집한다.

∙각 종교의 편중이 없도록 수집한다 정보가 적은 종교에 관해서 기술된.
자료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수집한다.

∙각 국의 민족의 신화에 대해 기술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정보가 적.
은 민족과 지역의 신화에 대해서는 유의하도록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유의하여 학생들의 조사 학습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
록 수집한다.

사회과학④

∙사회과학 전반의 기본서를 균형 있게 구성한다.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를 생
각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주변의 사회문제에서부터 세계적인 문제까지 다룬 자료를 폭넓게 수집
한다.

∙새로운 사회동향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 자료에 유의하여 검토한다.
∙대립적인 관점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를 보여주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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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한다.
∙한국 및 각국의 정치구조와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한
다.

∙국제사회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화시키는 자료를 수집한다.
∙국내외의 경제구조 및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는 자료를 수집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수
집한다.

∙각 시대 및 지방의 풍속과 관습에 대한 자료를 골고루 수집한다.
∙다양한 민족의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유의하여 학생들의 조사 학습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
록 수집한다.

자연과학⑤

∙자연과학 전반의 기본서를 균형 있게 구성한다.
∙과학적인 견해와 사고를 키워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어린이의 왕성한 지식욕을 채워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수
집한다.

∙자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어린이가 자연과 접촉할 수 있도록 안
내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과학의 변화에 맞는 최신의 내용인지 유의하여 수집한다.
∙내용의 정확성에 유의하여 수집한다.
∙수학 및 물리에 대한 자료는 연령과 학년에 따라 내용이 알기 쉽게 쓰
여진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우주과학 및 천문분야 자료는 어린이청소년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
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삽도나 사진이 선명한 자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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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및 지질학 관련 자료는 연령과 학년에 따라 내용이 알기 쉽게
쓰여진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새로운 발견과 최신정보는 특히 유의한.
다 사진은 선명하고 그림은 과학적인 논거에 맞는 자료를 수집한다. .

∙학교 교육과정에 유의하여 학생들의 조사 학습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
록 수집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의 전기자료는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기술과학⑥

∙과학기술 전반의 기본서를 균형 있게 수집한다.
∙과학기술에 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알기 쉽게 쓰여진 자료를 수집
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용기술은 지식습득에 도움을 주는 자료
를 수집한다.

∙인체와 영양 질병 의료 등의 관계를 다룬 자료는 쉽게 쓰여진 자료를, ,
수집한다.

∙인체자료는 정확하고 최신의 과학적인 것을 수집한다.
∙성 탄생 신체발달에 대한 과학적 자료는 사실로 입증되었거나 인간의, ,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술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공학기술분야의 자료는 정확하면서도 알기 쉽게 쓰여진 도서를 수집해
야 하며 정보의 최신성에 유의하여 수집한다.

∙연령 및 학년에 따른 내용인지 유의해야 하며 선명한 사진 및 도판을,
사용하여 알기 쉽고 정확하게 쓰여진 자료를 수집한다.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환경문제에 고민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며 어린
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유의하여 수집한다.

∙농작물 및 원예에 관한 자료는 어린이에게 친숙한 대상을 다루고 사진
과 그림이 선명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어린이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도록 알기 쉽게
쓰여진 자료를 수집하며 자료의 최신성 및 통계의 정확성에 유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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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린이의 창작의욕을
일으키는 실용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한다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 유행. ,
에도 유의한다 어린이가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한.
자료를 수집한다.

∙건강 식품안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자료는 정보의 신뢰성을 우선 고,
려하여 수집한다.

∙각국 각지의 요리에 관한 자료는 알기 쉬운 설명 보기 쉬운 사진 도판, ,
을 포함한 실용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한다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한다.

∙단위에 관해서는 국제규격을 포함한 정보의 갱신에 유의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유의하여 학생들의 조사 학습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
록 수집한다.

예술⑦

∙예술에 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으며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저명한 작가와 작품에 관해 쓰여진 자료를 수집한다.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에 유의하며 난이도별로 다양하게 수집한다.
∙미술서는 색조 등 도판의 아름다움에 특히 유의한다 문화재 세계유산. ,
에 관한 자료는 새로운 정보에 특히 유의한다.

∙학교 교육과정에 유의하여 학생들의 조사 학습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
록 수집한다.

언어⑧

∙세계 각국의 말과 글을 통해 이해력과 논리력을 기르고 각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토론 등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에 유
의한다.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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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수집한다.

역사⑨

∙세계사 주요 국가의 역사 지리 전기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되 실증, , , ,
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역사자료는 저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많이 개입되므로 권위나 정확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엄선한다.

∙한국 역사자료는 지역별 시대별 주제별로 균형있게 수집한다, , .
∙주요 국가의 역사자료는 시대별로 폭넓게 수집한다.
∙분야별 시대별 인물에 관한 자료는 골고루 수집한다, .
∙세계 각국이 지리 국경과 영토 여행안내서 탐험기 국립공원 세계문화, , , , ,
유산 등과 관련한 자료는 엄선하여 수집한다.

∙각국 풍물 문화 지리 등의 소개서 및 안내서는 골고루 수집한다, , .



159

Ⅴ 요약 및 결론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장서
를 집중적 및 전략적으로 개발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국가.․
적 책무를 수행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지식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
성과 위상을 확립하려면 장서개발 및 보존관리에 포괄성(comprehensiveness),
균형 안정성 합리성 민주성(balance), (steadiness), (reasonability),

의 원리가 적용되는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impartiality) .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주요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국립어린이청
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적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료
유형별 매체별 장르별 주제별 개발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장서개발정책, , ,
모형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미래 지향성은 국가를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 ‘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학술연구정보센터 어린이청소년 장서 및 문화유산, ,
보존관 어린이청소년 지식정보서비스 허브 및 구심체 국내 어린이청소년, ,
도서관 발전의 리더 다른 국가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창구로, ’
설정하였다.

둘째 미래 지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가지 기본방향은 국내, 6 ‘
신간자료의 무결성 수집 고품질 해외자료의 적극적 개발 라이선스형 학술, ,
연구자료의 최적화 웹정보자원의 하비스팅 강화 소급자료의 지속적 발굴, ,
및 수집 확대 실물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 극대화로 제시하였다, ’ .

셋째 기본방향에 입각한 기본원칙은 어린이청소년분야 장서개발정책 확립 국, ‘ · ,
내 어린이청소년자료 수집 책무강화 해외자료 수집의 다원화 디지털 콘텐, ,
츠 체계화로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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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본지침은 국내외로 대별한 후에 다시 어린이자료 청소년자료 연구자료, , , ,
전자자료 특수범주 자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다섯째 수집수준은 연구자료로 한정하여 를 근거로 주제별 및, WLN Conspectus
매체별 아날로그 자료와 디지털 자료 집서수준 모형을 단계에서 단계까( ) 1 4
지 차등적으로 제안하였다.

여섯째 세부지침은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기본지침 자료유, ,
형 및 매체별 장르별 및 주제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본지침은 국내외로, .
구분하고 각각을 다시 어린이자료 청소년자료 연구자료로 세분하여 제시, ,
하였으며 자료유형 및 매체별 세부지침은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 , ,
전자자료로 장르별 세부지침은 그림책 문학책 정보책 넌픽션 으로 세분, , , ( )
하고 주제별 세부지침은 총류에서 역사까지를 각각 제시하였다, .

○ 이상에서 제안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은 공식적 승인
및 채택과정을 거쳐 성문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관부서는 내부 직원의.
검토 및 장서개발위원회 자문과정을 거친 장서개발정책문서 최종안을 공식문
서로 확정한 다음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에 한글 및 영문버전을
동시에 업로드할 것을 제안한다 장서개발정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강력한.
실천의지가 반영된 정책문서로 작용하는 동시에 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이 자체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정책문서에 기반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장서개발이 체계성 효율,
성 실효성 등을 담보하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다른 산하기관인 국립디지털도,
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과의 주제별 유형별 매체별 기능분담, , , ,
내지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차제에 기관명을 존중하여 디지털자료 장애인. ,
대체자료 어린이청소년자료 정책행정자료를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보존하고, , ·
서비스할 것인지 개발기능은 통합하되 보존서비스를 기관별로 수행할 것인지, · ,
본관 중심의 집중형 개발체제로 전환하고 보존 및 서비스 기능을 분산할 것인
지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요컨대 국가 지식문화유산의 무결성 수. ‘
집과 보존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장서 개발정책의 집’
행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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