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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일시 / 장소 : 2020. 10. 15.(목), 14:00~17:00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주 요  내 용 : 75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부

14:00~14:20 20′ 식전 문화공연 <박주현 콰르텟>

14:20~14:25 5′ 1부 개회 사회자

14:25~14:35 10′

영상축사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크리스틴 맥켄지 (IFLA 회장)

- 알렉산드르 베르쉬닌 (러시아국립도서관장)

현장축사

-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인

14:35~14:40 5′ 기념사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14:40~14:45 5′ 75주년 기념 홍보영상 

14:45~14:50 5′ 1부 폐회

휴식 14:50~15:00 10′ 2부 준비

2부

15:00~15:05 5′ 2부 개회 및 발표자 소개
류은영

(기획총괄과 사무관)

15:05~15:45 40′
[기조강연]

미래사회 변화와 도서관의 미래전략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15:45~16:05 20′
[주제발표]

근·현대 한국도서관사 100년의 성찰

송승섭

(명지대학교 교수)

16:05~16:25 20′
[주제발표]

대한민국 도서관계의 현재 동향과 미래상

서은경

(한성대학교 교수)

16:25~16:45 20′
[주제발표]

국가대표도서관의 75년 반추, 미래를 위한 도약

이정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6:45~17:00 1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7:00~17:01 1′ 폐회

Program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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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입니다. 

청명한 가을, 도서관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유튜브 생방송으로 뜻깊은 

자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5년 광복 그날부터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자료를 패망한 일본인들이 

무단반출하지 못하도록 사수하는 한편, 해방정국에서 쏟아져나온 건국문헌 

수집에 노력한 선배 도서관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10월 15일 국립도서관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년 후 6.25 전쟁의 와중에서 이재욱관장님과 박봉석

부관장님 등 지도자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1974년에는 도심의 소공동 

건물을 내어주고 여러 가지로 도서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남산어린이회관

으로 이전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63년 제정·

공포된 「도서관법」에 따라 명칭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바꾸고,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선도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988년에 현재의 반포동 신축 도서관으로 이전한 이후,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의 

연이은 개관 등 국립중앙도서관은 조직 확대와 외연 확장, 도서관 서비스

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과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서관 직원 강습과 훈련, 국내도서관 

협력망 구축, 국가서지의 발간과 표준화, 독서 진흥 운동, 도서관자동화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 국가문헌의 디지털 원문 제공 등 도서관계를 선도

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에 힘써왔습니다. 국내 도서

관계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굳건히 유지

해왔습니다.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서 수 1,250만 여 권을 헤아리는 대한민국 지식

정보자원의 요람으로 성장했습니다. 3천여 점이 넘는 귀중본을 포함한 

기념사

기
념
사

祈念辭

congratulatory 
message

국립중앙도서관장

서 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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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의 국내 최다 소장처이기도 합니다. 또 2009년 디지털도서관 건립, 2016년 온라인자료의 법정 납본

제도 시행, 지속적인 디지털화 사업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의 수집과 활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

중앙도서관이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방대한 지식문화유산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억이자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을 위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미래 청사진을 다시 한번 그릴 때입니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계점과 

미진한 부분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할 미래지향적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발전해야 할지 조직과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친화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 및 제공 등 디지털전환 시대에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억과 지식의 저장소로서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자료는 

물론 디지털자료를 포함하여 국가문헌의 완벽한 영구보존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여러 곳에 산재한 지식자원 보존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대국민 이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조직을 재편하고 학술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서직의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을 대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항상 

연구하고, 조직적 역량을 키우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안중에는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또는 안락도 없다. 다만 좋은 문헌을 수집 보존해서 일반인사

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최상의 희열로 삼고 있다.”이재욱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께서 1946년 국립도서관 

관보의 창간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기념사를 끝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명예도, 지위도, 안락도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지식정보자원인 국가문헌의 포괄적 수집과 보존, 지식 생산기지로서의 플랫폼 

제공과 대국민 정보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국내 도서관계 지원과 협력을 최상의 희열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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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 75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국가 문헌을 보존하고 국내 도서관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한 지 벌써 75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력 강국을 목표로 국가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일상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의 지침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공동체의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올해는 휴관과 제한 운영 등으로 도서관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통

적인 도서관 대면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뉴딜정책 참여, 비대면 서비스 추진, 디지털 자원의 

확대생산 등 미래사회전략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소통 방식을 모색하는 일에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간의 성과

들을 되새기면서, 미래로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문화의 요체로서, 학술정보

의 요람으로서, 국내 도서관계의 중심으로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

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 75주년을 축하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양 우

축

사

祝辭

congratulatory 
message

축사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05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도종환입니다.

우리나라 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도서관을 아우르고 선도

하는 수많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국가문헌의 요람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학술정보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대한민국 국가지

식자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 75년간 도서관계의 큰 성장을 이끌어낸 국립중앙도서관이 오늘을 

기점으로 미래 사회를 향해 더 큰 비전을 세우고 비상의 날개를 활짝 

펼치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직면하게 된 비대면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도서관이 지식격차와 정보소외 없는 포용능력 공간이자 

역동적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들의 구심점으로서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내 지식공유를 확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도서관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복합적으로 보존되고 생산되는 

지혜의 기지입니다. 대한민국 지식과 지혜의 국가기지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이 앞으로도 더욱 더 건실하게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도 종 환

축

사

祝辭

congratulator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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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러분께 Dear colleagues,

글로벌 도서관 커뮤니티를 대표해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플라 회장 

크리스틴 맥킨지(Christine Mackenzie)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설립 

75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게 매우 뜻깊은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도서관들이 귀중하게 여겨지고 신

뢰 받는 기관으로서 계속해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들과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도서관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향후 우리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기원하며 앞으로의 75년도 

도서관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축하를 전합니다.

I send this message of congratulations on behalf of the global 

library community.

I’m Christine Mackenzie, President of IFLA.

Happy 75th birthday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what a great 

milestone.

In these strange times,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li-

braries, as treasured and trusted institutions continue to pro-

vide equal and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an engaged and active role 

in the global library community through collaborative relation-

ships with librari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IFLA.

We value this collaboration and look forward to further 

strengthening the bonds between us..

Ma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continue to grow and pros-

per And all the very best for the next 75 years

Warm wishes to you all.

IFLA 회장

크리스틴 맥켄지

축

사

祝辭

congratulator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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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란 관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Dear Ms. Suh Hye Ran, dear colleagues,

러시아국립도서관을 대표해 이 주목할 만한 행사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려 

합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을 축하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국립중앙도서관과 러시아국립도서관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양 기관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작년에는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사업 하에 한국 문화 공간(Ko-

rean Culture Hall)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현대적인 열람 공간은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배우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 

러시아국립도서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양 기관의 우호 관계 

발전과 미래 협력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흥미롭고 성공적인 협력 사업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끝없는 번영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On behalf of the National Library of Russia let me cordially 

congratulate you on the remarkable event - Happy 75th anni-

versary to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Exactly 30 years ago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countries have been established. It’s great that 2020 is an anni-

versary year for our institutions as well. We highly appreciate 

our collaboration.

Last year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Window on Ko-

rea” the Korean Culture Hall was opened. This modern reading 

room provides additional conditions for studying the Korean 

language and getting to know cultural diversity of Korea. Als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our institutions 

has been signed - it is the basis for development of our friend-

ship and further collaboration.

We hope that there are many more exiting and successful joint 

projects ahead of us. We wish you all the best and long years of 

prosperity, thank you!

러시아국립도서관장

알렉산드르 베르쉬닌

축

사

祝辭

congratulator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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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문화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

중앙도서관이 개관 75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서혜란 국립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

니다.

1945년 조국광복과 더불어 서울 중구 소공동에 국립도서관을 개관하였

으며, 1988년 현재 서초동 자리로 이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는 대한

민국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5년부터 시행된 납본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을 수집·보존하여 후세에 

계승하는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요기관이라 더욱 감회가 새롭

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지식

자원을 빠짐없이 수집·정리·축적한 후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혜의 보고(寶庫)가 

되었습니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자료의 진화 속도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수집력 확대 및 디지털화 노력을 통해 인류의 지혜를 빠짐없이 

보존·전승하는 핵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강원도 평창에 국가문헌보존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조선시대에 실록을 비롯한 중요서적의 보존을 담당했던 전통적 사고

(史庫)가 21세기에 현대적 사고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도 대한민국의 타임캡슐이 될 국가문헌보존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하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도서관의 발전

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가장 빠른 지름

길이 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출범한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제3차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의 수립과 시행’,‘도서관 관련 법령과 정책 정비’,‘지역·관종별 현장의견 

수렴’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문화선진국가로 발돋움

할 기반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신성한 임무를 함께 맡아 해 나갈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 75주년을 

축하드리며, 다가올 미래사회에도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선도하는 리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장

신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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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남영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1945년 10월 15일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민을 

위한 문화지식 서비스를 시작한 뜻깊은 날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식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민의 지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여 국가와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아래 

국민에게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의 노력을 기반으로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 공존, 가능-도서관의 시대’를 주제로 오늘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국민을 위한 도서관의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서혜란 국립

중앙도서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을 위한 문화발전 선도기관으로서의 변함

없는 역할을 부탁드리며 개관 7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남 영 준

축

사

祝辭

congratulator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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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변화와 도서관의 미래전략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기조강연 | Keynote Lecture

[제1장 서론]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전망

[제1절] 21세기와 두 개의 혁명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말 독특한 시대다.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

로 바꾸는 두 개의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다. 기계화, 산업화, 정보화를 넘어 지능화를 향해가는 전혀 새로운 기술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분석기반의 지능화이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AI혁명이

라고도 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기술혁명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근본적

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21세기의 두 혁명,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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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 미래사회 변화와 도서관의 미래전략

그런데 21세기에는 또다른 혁명이 도도히 진행되고 있다. 바로 고령화혁명이다. 고령화혁명의 핵심은 장

수혁명이다. 평균수명 40세, 60세, 90세를 넘어 120세, 150세를 향해가는 인간 자체의 혁명이다. 사람

들이 기존에 예상했던 자신의 수명에 비해 40여년, 50여년의 새로운 생명을 추가로 선물받을 수 있는 장

수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지능화를 향해가는 기술혁명이라면, 고령화혁명은 수명연장과 장수를 향해가는 휴먼혁명

이다. 

이처럼 21세기에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바꿀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혁명과 휴먼혁

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는 정말로 독특한 시대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제2절] 기술혁명과 휴먼혁명이 만드는 미래사회 스케치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혁명이 함께 휘몰아칠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요모습들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몇가지

만 살펴보자.

우선 AI혁명시대의 모습이다. 하늘에는 드론이, 지상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경제사회활동을 돕는 것이 일

상화된다. 모든 산업, 모든 사회분야에는 무인화가 진전되어 무인공장, 무인상점, 무인자동차 등이 일반화

된다. 로봇은 인간과 공존하면서 직장동료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일하게 될 것이다. 로봇과 인간을 구분

할 필요성도 점점 더 적어지게 된다. 사회 각 분야에 디지털트윈의 확산을 통해 AI분석기반으로 실시간 상

황인지와 모니터링, 지능형 분석진단과 시뮬레이션, 예측과 제어, 최적화 등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일과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기존에 사람이 하던 대부분의 일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인간에 의한 노동과 기계에 의한 노동의 비중 변화를 보면 2018년에 71%:29%이던 것이 2030년

에는 29%:71%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사람들이 하루동안 일하는 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될 것

이다. 대신에 사람들은 보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새로운 일과 활동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음은 고령화혁명, 휴먼혁명의 미래모습이다.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다. 14세 이하의 저연령층 인구가 대

폭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100년간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14세 이하 인구비중이 1960년에는 42.3%나 되었지만 2050년에는 9.9%로 대폭 하

락한다. 2명 중 1명이던 14세 이하 인구가 10명 중 1명으로 확 줄어드는 것이다. 실로 엄청난 변화다.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정반대다. 1960년에 2.9%에 불과하던 고령층 인구가 2050년에는 40%에 

육박한다. 절대수치를 보면 변화를 더욱더 체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에는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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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8백만명을 넘어섰다.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런 무서운 추세는 앞으로 계속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통계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에는 

1,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1960년에 80만명도 안되던 65세 이상 인구가 90년 뒤인 2050년

에는 1,8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실은 이 수치조차 과소평가된 것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는 

생명과학, 유전공학, 의학 발전 등의 추세를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필자의 견해로는 고령자 인구가 이보

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개인차원의 인생 길이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전인 1920년의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약 32세였다고 한다. 40년 후인 1960년에는 55세로 

늘어난다. 그리고 다시 2020년에는 약 83세로 늘어났다. 지난 100년 동안에 평균수명이 32세에서 83세

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앞으로는 어떨까? 생명과학, 유전공학, 의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머지않아 평균수명 100세 시대, 120세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140세 시대, 150세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는 많은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림 2] 20세기와 21세기의 인생모델 변화: 세로모델에서 가로모델로

평균수명이 정확히 몇세가 될 것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자신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40년, 

50년 이상을 더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필자의 나이인 1961년생을 예로 

들면, 지금 60세를 맞이한 1961년생은 앞으로도 60년 가까이를 더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 사

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예측은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고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새

로 디자인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엄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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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우리들의 인생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평균수명 60세, 70세였던 20세기의 

인생모델은 세로모델이었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배우고, 젊어서 일하다가 은퇴해서 잠시 노년을 지내

다 죽는 모델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인생모델은 세로모델에서 가로모델로 완전히 바뀌었다.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과 노동과 여가를 병행하는 인생모델이다. 이러한 전혀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미

래를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간, 정신, 책, 독서, 도서관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질문과 그림으로 

함께 생각해보자.

[제2장 본론] 인간, 책, 독서, 도서관에 관한 오래된 질문

[제1절] 질문1: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지극히 단순한 듯 하면서도 대답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단순하게 접근해보고자 한다. 인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인간은 신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인간이란 무엇인

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보자. 인간은 신체와 정신으로 구성된 존재다 라고 답할 수 있다. 

이 명제가 맞다는 전제 아래 또 하나의 질문을 더 던져보자. 신체를 위한 최고의 활동은 뭘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필자는 ‘운동’을 꼽고 싶다. 그렇다면 정신을 위한 최고의 활동은 뭘까? 역시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지만, 필자는 단연 ‘독서’를 들고 싶다.

[그림 3] 인간이란 무엇인가? & 정신을 위한 최고의 활동은?

주제발표 | 미래사회 변화와 도서관의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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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질문2: 독서란 무엇인가?

정신을 위한 최고의 활동이 독서라면, 다시한번 독서에 대해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독서

란 무엇인가? 단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독서(讀書)란 ‘책을 읽는 행위’이다.

책을 읽음으로써 또 다른 시간에 대한 탐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학습, 또 다른 인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배움의 여행이다. 한마디로, 독서는 배움이다.

[제3절] 질문3: 배움에 관한 7가지 질문

독서는 배움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해보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배움에 관해 아래와 같은 가장 기본적

이고 핵심적인 7개의 질문을 던지고 답해보기로 하자.

[그림 4] 배움에 관한 7가지 질문

Q1] When 언제까지 배우나?

1960년대가 평균수명 60세 시대라면, 다가올 2020년대, 2030년대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 120세 시

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변화와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수십년 전에 배운 것만 가지고 일

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변화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AI와 고령화혁

명의 시대 120세 시대에는 100세를 넘어서도 배워야 한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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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What 무엇을 배우나?

지금까지는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존재해왔다. 인간은 이성

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따라서 배움도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기초로 이루어져왔다. 근데 기술혁명

으로 새로운 공존대상이 추가되었다.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간지능에 인공지능이 추가되면서 배움의 영역

도 확대되었다. 인간의 좌뇌와 우뇌기반으로 이루어지던 배움의 영역에 AI와 정신기반의 배움이 새로 추

가되고 있다.

Q3] Why 왜 배우나?

지금까지는 인간의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일과 취미가 그것이다. 기존의 배움도 이런 일과 

취미를 위해 이루져왔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인간 활동이 추가되고 있다. 바로 라이프워크(Life Work)

다. 기존의 일이 다소 수동적이고 불가피한 노동이었다면, 라이프워크는 각자에게 어울리고 각자가 평생

에 걸쳐 추구하고 싶어하는 좀 더 가치있는 일이자 활동으로서의 노동이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서 배움도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나은 해결책 찾기, 좀 더 나은 정신 훈련을 위해 이루어진다.

Q4] Where 어디서 배우나?

지금까지 우리는 오프라인 공간 또는 온라인 공간에서 배웠다. 앞으로 배움을 위한 공간은 훨씬 다양해지

고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원격교육, 온오프믹스, 재택근무, 모빌리티혁신, 디지털트윈, 증강현

실 등이 새로운 배움공간 수단으로 도입, 확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배움은 어디서나(ubiquitous)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Q5] How 어떻게 배우나?

지금까지의 배움은 사람이 주도하고 기술이 보조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배움은 거꾸로 기술이 

주도하고 사람이 보조하는 형태가 주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첨단기술의 힘을 빌어 사람들은 더욱더 

실시간, 실감형, 오감형, 체험형 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단선적, 일률적 교육을 넘어서 융합형, 

지능형, 맞춤형 배움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Q6] from Whom 누구에게서 배우나?

지금까지는 학생이 교사 또는 교수에게서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가 교사이자 

교수이고 학생인 시대로 점점 변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누구에게나 배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미래에는 스스로 배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일반화될 전망이다.

Q7] 배움에 관한 마지막 질문

수만년 인류역사에서 배움을 위한 변치않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뭘까? 책이다!

주제발표 | 미래사회 변화와 도서관의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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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질문4: 책이 주는 힘은?

책은 힘이 세다. 책은 책을 읽는 사람에게 많은 힘을 준다. 필자는 책이 주는 힘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세 가

지로 정리해보고 싶다. 첫째, 책은 인류 최고의 정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책은 의사결정과 문

제해결, 질문과 호기심을 풀어주는 지니의 요술램프다. 셋째, 책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그림 5] 책이 주는 3가지 힘

제5절 질문5: 도서관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자. 도서관이란 무엇인가? 도서관에 관한 어원에 따르면, 

도서관은 ‘책을 담은 상자’다. 그런데 위의 질문4(책이 주는 힘은?)의 답과 연결해보면, 도서관은 아래 그

림처럼‘정신과 열쇠와 인생을 담은 상자’라고 요약해볼 수 있다.

[그림 6] 도서관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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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론] 책과 도서관의 비전과 미래전략

고령화혁명을 맞아 120세 시대가 머지않았다. 120세 시대를 맞이해서 또하나의 의문이 든다. 나이가 들

면 신체와 함께 정신도 늙어갈까?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신은 오히려 더 젊어질 수 있다. 책과 독서, 도

서관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다.

배움과 학습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학교교육과 셀프교육이다. AI혁명과 고령화혁명이 진전되면 될수

록 학교교육보다는 셀프교육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배움과 최고의 셀프교육은 바로 

독서를 통해 가능해진다.

[그림 7] 책과 도서관의 비전과 미래전략

그런 점에서 책과 독서, 도서관은 미래로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진다.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

어서 인류 최고 정신과의 대화, 내 인생의 나침반, 미래를 여는 지니의 요술램프가 되는 고귀한 행동이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담는 상자를 넘어서 ‘온 국민을 위한 정신상자, 열쇠상자, 인생상자’가 되어야 할 것

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책과 도서관의 미래는 우리 정신의 미래이자 우리 인생의 미래다. 책과 도서관이 우리 

정신 및 인생과 선순환하면서 공진화하는 미래 모습을 그리며 희망한다.

주제발표 | 미래사회 변화와 도서관의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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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modern times)’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지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가까운 시대”를 말하지만, 근대 

한국이라는 의미에서 ‘근대 국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대 국가’는 ‘근대적 특징’을 갖는 국가 또

는 ‘근대화된 국가’를 말하는데 근대적 특징은 무엇을 말하며, 과연 우리나라가 근대적 특징을 언제 갖게 

되었가를 논하는 것은 내 짧은 소견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와그너는 한국의 근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조선왕조가 멸망한 이후 50년 동안 한국은 민족과 민족성을 근절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을 견뎌내는 

데 성공했다. 또 한국은 북한 공산주의자가 행한 심한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아 한국인의 영속적인 명예와 

영광을 지켰다. 이러한 혹독한 시련으로 인해 한국을 근대화하려는 노력은 자연히 매우 늦어졌고 방해받았

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영감을 얻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

고 있다. 한국의 역사적 유산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러나 역사적 유산의 많은 부분, 

슬프게도 너무 많은 부분이 한국 근대화의 토대를 닦는데 장애가 되었다. 한국에서 근대화 과정이 시작된 

것을 언제쯤으로 헤아려야 할까? 1864년? 1876년? 1894년? 1910년? 1945년? 1948년? 이는 모두 기

념비적인 연도이므로 이 가운데 어떤 해를 근대화가 시작된 기점으로 삼아도 괜찮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

서는 근대화가 시작된 연도를 1960년이나 1961년으로 보는 것이 아직도 더 적절한 것 같다. 한국은 근대

화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실패도 하지 않았다. 근대화하려는 노력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은 에드워드 와그너가 1963년에 쓴 글이므로 오늘날의 시각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만 ‘근대’

의 기점에 대해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는 에드워드가 꼽은 연도 중에서 1876년을 근대의 기준으로 

삼고 시작했다. 특별한 연구의 결론이 아닌 ‘개항’, 개방을 근대화를 상징하는 방향성으로 보는 일반적인 

편의성에 기초했다. 강화도조약, 즉 개항의 시기, 소극적이었지만 조선이 개방을 시작한 시기이다. 역설적

이게도 1876년은 미국의 도서관 계에는 매우 특별한 발전의 시기였다. ALA가 창설되고, Library Jour-

nal이 창간되었으며, 멜빌 듀이의 DDC 초판이 발행되었고, 교육국에서 발간한 『미국의 공공도서관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 에는 미국도서관 역사의 개요와 편람이 담겨 있었으며, 그 부

록으로 사전체 인쇄 목록에 대한 찰스 커터의 규칙(Charles A. Cutter Rules for the Printed Dictio-

nary Catalog)이 첨부되어 있었다. 

일본 또한 明治維新 이후, 후구자와 유기치(福沢諭吉) 등이 앞장서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였으며, 그중에 

도서관제도와 문화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西洋事情』이라는 책자가 나왔으며, 후구자와 유기치에 영

향을 받은 유길준도 서구 세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西遊見聞』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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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에드워드 와그너가 지적한 것처럼 근대화라는 용어는 본질적으로 ‘서구화’라는 개념과 동

일한 어감을 갖는다. 근대화와 서구화라는 용어를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근대화라고 부르는 

과정이 서구 세계에서 발생한 하나의 과정이며 서구 문명의 발전단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한 단계

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비서구의 전통사회가 서구화되는 과정,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서구형태를 모

방하여 비서구의 전통사회를 탈피하고 서구와 같은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우리는 이 과정의 시작에서

부터 일본의 간섭과 지배를 받았고, 일본을 통해 서구 세계의 도서관제도와 문화도 이식받았다. 그러나 한

편 도서관은 당대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동화정책의 수단으로써 사상의 관측소로써 이용되어왔고, 

그러한 일본의 국가주의적 통제와 획일화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도서관제도와 운영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들여다보자. 긴 역사를 짧은 지면에 열거하기보

다는 그간의 역사에서 의문점으로 남은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통찰과 자성의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 우

리나라의 도서관사는 正立되어 있는가? 하나의 문제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1.   한국에 근대 도서관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소개되었나?

우리는 모두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모범답안으로 삼아왔다. 과연 그럴까?  

아래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이다. 

1)   조선인의 일본 공공도서관 참관의 첫 번째? 1877년 김기수(제1차 수신사)의 『일동기유(日東記游)』

에 소개됨.

2)   김홍집 등 58명(제2차 수신사) 1880년 8월 도쿄의 湯島聖堂(유시마성당) 안에 있던 공자 묘(사당)

를 참배하러 갔다가 도쿄도서관을 방문(일본 자료에 나타남).

3)   1881년 4월, 조선 정부는 메이지 유신 후의 일본의 실정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정부 고위관료들

로 구성된 총원 62명의 대규모 3차 조사시찰단을 일본에 파견, 귀국 후 고종에게 『문견사건』 및 『일

본문견사건초』 라는 보고서 제출.

4)   1882년 9月, 박영효 등 修信使一行은 圖書館·女子師範學校·博物館·昌平館·動物園을 觀覽 (『使和記

略』에 실림).

5)   1884년 3월 27일 <漢城旬報(한성순보)>에 실린 “이태리가 날로 강해지다”라는 기사에 서구와 일본

의 도서관이 자세히 소개됨. 

6)   유길준은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도일, 후쿠자와 유기치(福澤有吉)의 영향을 받아 『西洋事情』

(1867년)을 참조하면서, 1895년 『西遊見聞』을 간행하였고, 여기에 서구의 도서관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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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를 좀 더 살펴보자.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김기수는 수신사로 두 달여(1876년 4월-6월)간 일본에 다녀와서 그 

결과를 1877년 2월 『日東記游(일동기유)』라는 책으로 정리하여 펴냈다. 이 책은 메이지유신 직후 일본의 

정치·경제·문화·사회 상태를 기록한 자료이다. 김기수는 『일동기유』에서 동경의 탕도대성전(湯島大聖殿) 

박물관 내에 설치된 도서관 시설을 설명하면서 “전당 내부에 고금서적이 천장 가장 높은 곳까지 가득 차 

있다”라고 적고 있다.

1881년 6월, 도쿄도서관을 시찰했다고 하는데, 『도쿄도서관 메이지 십사년보』에는 “삼십일 조선국 승지 

민종묵 참의 홍영식 등 삼십여 명이 와서 관내를 관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조준영은 그때의 인상

을, 『日本聞見事件草』(일본문견사건초, 제2집 1881년)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孔安像殿額以大成初門題以仰高次門日入徳正門日本壇左廉有四書五経百家子書設卓蔵貯猶有尊経
之儀至か右庶各国書之雑置見甚不敬太学称以図書館是白斉。···· 」

문부성 사무의 조사를 맡은 조준영은 문부성을 비롯한 대학·사범학교·여자사범학교·외국어학교·體操傳習

所 등 각종학교의 교과 과정과 제반 규칙, 그리고 도서관·교육박물관·學士會院 등 유관기관의 규칙 등에 

이르기까지 명치 일본이 도입한 근대 교육제도에 관한 정보를 망라한 『文部省(所轄目錄)』이란 명치 일본

의 근대 교육제도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남겼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던 이헌영이 『日槎集略』 地에 남긴 기록이다.

 (내용일부)...들어가는 첫째 문은 앙고문(仰高門)으로, 문기둥에 도서관(圖書館) 석 자를 썼고...좌변 익랑(

翼廊)엔 서가(書架)를 두고 유리로 막아, 경사(經史) 군서(群書)가 질질이 쌓였으며, 우변 익랑에도 서가를 

놓았는데, 한문과 일문, 서양문이 섞여 있어 괴이하였다. 원장(院長)이라 불리는 사람 하나만이 안내할 뿐

이었다.

飯後與諸公着道服, 出赤坂城外東區, 向文廟. 初入門曰仰高, 而門柱書圖書館三字, 又入一門曰八德, 又入

一門曰杏壇.【並金字揭板.】壇內有庭, 庭上有大成殿.【亦金字.】拜禮後奉審殿內, 以塑像奉於龕室, 左邊顏
子子思, 右邊曾子孟子, 並以塑像龕內. 殿內甚精潔. 左邊翼廊, 有書冊架, 以琉璃障之, 經史及羣書, 秩秩

積積, 右邊翼廊, 亦有冊架, 而漢文·和文·洋文雜書, 是可怪也. 只有院長爲稱者一人, 前導指示.

출전 『日槎集略』 地, 고종 18년(1881년) 5월 3일

(1882년) 高宗 19年 9月 22日(乙巳) 修信使一行은 圖書館·女子師範學校·博物館·昌平館·動物園을 觀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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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또한, 式部頭鎬島直大·花房 公使·白耳義 公使·外務大輔 吉田淸成 등이 修信使 朴泳孝를 來訪하

다.(1882년 고종시대사 2집: 출전, 『使和記略』 高宗 19年 9月 22日)

이상 모든 내용의 근거를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한국에 최초로 근대 도서관을 소개한 문건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내용의 다소, 구체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

라도 지금까지 그 근거에 대해 철저하게 추적 연구를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유길준의 『서

유견문』이, 오랫동안 모범답안이 되었을까? 사실 언제부터인지, 누구의 주장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왜? 이 문제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에 있다. 어떤 학문이든 깊은 의문과 비판 속에서 성장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도서관사에 차고 넘친다. 다음의 의문에 대한 답도 한번 찾아보자.

2. 대한도서관! 한국 최초의 도서관명칭 사용, 최초의 국립도서관인가?

3.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은?

4. 大同書館이 우리나라 사람이 건립한 최초의 사립공공도서관인가?

5.   대동서관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한 서적종람소(1908년)와  

동지문예관(1909년)은 도서관인가?

6.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우리의 도서관인가? 

부산시립도서관 등 대다수 당대의 부립도서관의 역사.

7.   山口 精의 경성도서관, 윤익선의 경성도서관, 이범승의 경성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 등 변천 과정과 상호관계는?

8.   山口 精의 경성도서관에서 1912년에 『京城図書館図書月報』라는  

홍보 잡지를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에서 일본인에 의해 만든 최초의  

‘도서관보’인가? 그 존재는?

9.   이범승의 도서관 설립 운동과 사상? 

사전 설립 운동의 전모, 농민, 아동, 여성을 도서관의 대상으로 중시했다는 점과  

그의 친일 행각은?

10.   1920년대 관립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조선총독부도서관과 만철경성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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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만철경성도서관과 일본의 식민지 정책?

12.   조선총독부도서관 관보 『文献報国』, 조선독서연맹(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 

내)의 기관지 『読書』 , 조선도서관연맹 『文化源泉良書』와 조선도서관연구회의 기관

지 『朝鮮之図書館』 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가? (이후 국립중앙도서관 기관지(관보)의 

변천, 국립도서관보, 文苑 등)

13. 1920년대 공립도서관의 비약적인 증가와 사립도서관이 감소한 이유는?

14.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인에 의한 도서관 설립은? 

(1) 향교 재산에 의한 도서관, (2) 조선 사람 개인에 의한 사립도서관(윤익선, 이범승, 

손영목, 강위정, 유훈영, 김인정 등) 

15. 「경성도서관연구회」와 「조선도서관연구회」의 활동은?

이상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 일부까지 한국 공공도서관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의문이었는

데, 사실 이 질문들은 내가 첨삭하기는 했지만 이미 일본의 도서관 학자 宇治鄕 毅(우지고 쯔요시)가 그의 

논문을 통해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남기기도 했다.

1.   개화기에 있어서의 근대 공공도서관 사상, 제도 도입 과정의 문제

지금까지 근대 한국 공공도서관사는 유길준의 “서유견문” 의 서술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연

구 과정에서 신사유람단의 동경도서관 참관이 한국인의 근대 공공도서관 접촉의 최초로 간주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도입 과정의 실태를 해명하려면, 보다 많은 자료 발굴과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다시 해야 한다. 

2.   개별 도서관사의 연구문제

부산도서관, 조선총독부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도서관 등의 대도서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도서관사도 

출판되고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많다. 이전부터, 한국도서관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한 대한도서관과 야마구치 세이의 ‘경성도서관’에 대해서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향교 재산에 의한 도서관의 설립, 폐관 경위,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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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배 당국의 도서관 행정상의 문제

조선 정부, 조선통감부, 조선총독부에 의한 행정 전반 및 사회교육과 함께 도서관 정책과의 관계에 대

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조선총독부에 의한 문화정치기의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

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도 일제 강점기, 이 시기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관계, 또한 조선 이전부터의 문고(규장각 

등)의 변천 역사도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연구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의 하나인 도서관 창설과 경영

에 관여한 인물 연구가 있다. 윤익선, 이범승, 야마구찌 세이 등 주요 인물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이 많다. 

또한, 한국도서관 역사상 드러나지 않은 도서관인이 많이 있다. 이들 도서관인에 대한 인물 연구도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해방과 더불어 숨 가쁘게 우리 도서관은 달려왔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오늘의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기 전에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있었다. 1925년에 시작했으니, 그 역사를 따지

면 지금이 75주년이 아니라 95주년이다. 그 20년의 역사를 무시할 수 없다. 건물과 직원, 장서, 예산을 다 

물려받았고, 또 건물과 그 공간을 사용한 시기를 보더라도 소공동 시절의 조선총독부도서관은 1973년까

지 50여 년간 사용했다. 한편 당시의 직제나 제도, 도서관 사상까지도 이후 한국도서관 계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이재욱관장은 좀 늦게 합류했습니다만), 박봉석부관장

을 중심으로 한국인 사서들이 장서를 지키고 문헌수집대를 조직하여, 흩어진 장서와 자료를 수집했다. 이

후 미군정시절에 법제도서관으로 법률도서와 관련 예산을 이관하라는 조치가 있었지만 끈질기게 설득하

고 여론전을 통해 이를 막아냈다. 또 한국전쟁 시기에 자료를 소실하지 않기 위해 부산시립도서관에 국립

도서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부산으로 장서를 이관하기 위해 노력했다. 역사적 의미가 큰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발전은 없었고 국가정책에서도 소외되어 국립도서관 예산이 총독부도서관 예산의 

1/10도 안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1963년에 최초로 도서관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

이 바뀌었고, 1991년이 되어서야 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실질적인 국가대표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은 국

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행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됨)이 되었다. 이때 소관부서도 문교부에서 문화부

로 변경되면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화부 내에 ‘도서관 정책’ 담당 부서가 신설

되고, 공공도서관장에 사서직을 보하는 법 조항을 만드는 조치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은 2부(지원협력

부, 열람관리부) 7과, 1분관 체제로 확대하는 등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사실상 80

년대까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좀 큰 공공도서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납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장서를 확충하고 국가 서지를 완비하면서 KOLAS 개발 등 도서관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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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타 관종과의 도서관 지원·협력이 본격화되면서 국가도서관의 입지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

히 2000년대에 들어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세종도서관 등 양적 

인프라 확충에 성공하면서 질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5년에 천만 장서를 달성하고 최근에는 이용

자 친화적 공간개편과 함께 연구정보실(연구자지원센터)과 미디어창작실(디지털도서관)이 만들어졌다. 

2019년에는 최초의 전문직 관장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서 랜드마크로서 위상

을 갖기에는 법적으로나 그 규모, 시설·공간 등 입지에 있어서 부족하고, 규장각, 존경각, 장서각으로 이어

지는 역사성의 결핍도 무시할 수 없다. 

이어서 공공도서관도 통계적으로나마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관련 통계를 수집한 것은 1955년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연도별 통계를 보면, 50년대 

17개 관, 60년대 60개 관, 70년대, 118개 관, 80년 대 195개 관, 90년 대 400개 관 정도였는데, 2000

년 대에 와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 드디어 1,010개 관으로 공공도서관 1,000개 관을 넘

어섰다. 2019년 현재는 1,134개 관이다. 이러한 단순한 도서관 수에 대한 양적 지표는 2008년 국가도서

관통계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질적 지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1관

당 장서수는 70년대 말 9,662권에서 2019년 말 기준으로 101,486권이 되었고, 1관당 직원수는 70년대 

말 8.7명이었으나 최근의 직원수는 정규직, 비정규직, 공익, 자원봉사자 등이 혼재되어 있고, 순수한 1관당 

사서는 4.5명에 불과하다. 기타 2019년 말 현재, 1관당 방문자 수는 250,804명이고 1관당 대출도서 수

는 117,785권이고 1관당 인구수는 45,723명이다. 1관당 인구수는 미국(35,469), 호주(14,963), 독일

(11,467), 일본(38,664)보다는 많지만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1인당 장서수는 2.22권, 사서(정규직) 

1인당 봉사대상 인구 수는 10,187명으로 장서수는 늘어나고 봉사대상자는 줄어들고 있다. 

1955년 당시 7개 관에 불과했던 공공도서관은 1989년 말 195개 관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장서량과 

열람석 등의 지표도 상승했다. 이는 공공도서관 증설, 장서 확충, 운영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도서관 계의 

노력이 ‘도서관법’의 입법, 한국도서관협회의 자료 기증·배포 대행, 공공도서관장들에 의한 ‘공공도서관 설

치 5개년 계획’이라는 정책 제안 등으로 응집되어 나타났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공

공도서관이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한 이슈와 양적 지표의 상승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1990년

대 이후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가장 큰 변화는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의 도입과 이전과는 다른 매체형식의 

새로운 자료가 등장함에 따라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항목 및 지표들이 증가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은 이 시기 이후 줄곧 공공도서관의 장서, 관리시스템,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

는 도서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혁명적인 진전에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다. 국가적으로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도서관은 서지정보의 표준화, 업무시스템 개

발, 서지정보 DB 구축 등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도서관 자료 표준관리시스템인 KOLAS가 개발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국가자료종합목록 DB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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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국 도서관운영 평가’와 연동되어 평가에 적용되는 정량적인 항목들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지

표에는 평가를 통한 정책추진 강화라는 움직임이 반영될 수 밖에 없으며,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된 지표들

이 2000년대 이후 대폭 늘어난 것도 시설과 설비 위주의 도서관 정책에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내용적인 

면들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 1955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일별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도

서관은 1인당 장서수는 1955년 0.01권에서 2019년 2.22권으로 크게 신장되었고, 1관당 인구, 직원 1인

당 인구, 열람석 1석당 인구 등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시설, 인

력이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인력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대신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공익, 자원봉사 등의 지원인력 비중

은 점점 늘어나고 그 처우 등 고용실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공공

도서관 운영 및 고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시설·운영 위탁 비율은 78%로 전국 광역 지

자체 중 가장 높았다. 위탁 도서관 노동자의 30.9%는 비정규직이었고 이중 시간제, 초단시간제 노동자(위

탁 노동자 전체 21.9%)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근속년수는 4.3년으로 상용근로자 평균보다 낮았고, 월평

균 임금은 3년 이상이 되어야 200만 원을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전체 노동

자 3명 중 1명은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같은 보조 인력이었다. 정규직, 비정규직, 보조 인력 

같은 다층적 고용 구조와 고용형태로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서비스 

만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고용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계화

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지식에 기반한 정보 가치의 상승이라는 미래 트렌드 예측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다. 또 아직까지 열람실 확충 요구 등 전근대적인 공공도서관 모습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외에도 대학도서관과 전문·특수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양적 발전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 어느 나라든 양적 발전을 통해 질적 발전의 계기를 찾는다는 점에서 고

무적이다. 지난 100년을 개괄적으로 되돌아보니 그동안 나름대로 성장과 균형을 통해 양적 발전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 질적 발전을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 양적 발전은 일정 수준 법적 제도적 차

원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의 척도로서 도서관을 언급하자면 오랜 역사와 도서

관이 추구해온 철학과 가치를 외면할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압축 성장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한 우리

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도 짧았으며 극적이었고 그만큼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의 양상도 깊었다. 따

라서 지금도 안정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뒤를 돌아볼 시기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100년이란 

세월의 함의는 그렇게 무겁다.

근대 도서관 이후 10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장은 늘 현안으로 뒤숭숭하다.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일제 강점기 경성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종로도서관

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종로도서관 100년사는 나올 수 없게 되었다. 학계를 보더라도 한국

도서관의 역사를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 정책으로 전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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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다양해지면서 전공 학점이 줄어든 것에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도서관 계와 문헌정보학과에서 역

사 과목을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인쇄문화의 발달과 함께 유구한 도서관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도서관과 함께 성장하

고 풍요로워진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다. 도서관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기억들을 우리 학생들과 시

민들이 공유하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공공도서관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 그간 여

러 가지 이유로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간의 역사를 찾아내서 기억하고 공유하며 평가할 시기가 되었다.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굴절된 거울에 자신을 비출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왜곡된 역사를 후손에게 물

려주게 될 것이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새롭게 역사를 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글 서문에서의 문제 

제기처럼 역사적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퍼즐을 맞추듯 수많은 단편의 사실들을 다시 모아

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지난한 노력과 비용이 청구되는 과정일 것이다.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학계를 포함한 도서관 계 전체가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도서관사의 정

립은 우리 도서관의 정체성과 사서직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한국도서관사 

통사’라고 할만한 저작이 없다. ‘근·현대 도서관 100년사’도 나오지 않았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

해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좌표를 고민할 때다. 갈 길이 멀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우리나라 도

서관 근·현대 100년사를 쓰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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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은 살아있다.

최근처럼 우리 사회가 급변한 적이 없다. 사회의 변화가 단지 정보기술의 발전만으로 유발되는 것은 아니

지만, 정보기술이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5년 안에 가장 영향력을 끼

친 정보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형 신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은 국가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켰고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심정으로, 도서관은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가치의 변화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에 상응한 변신을 하고 있다. 지금의 도서관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도서관시스템에 스마트 기술을 접

목시키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융합하며, 다양한 지식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변화는 도서관이 살아있음을,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본고는 최근 도서관계에서 일

어난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 도서관의 미래상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변화의 흐름, 변화한 실체를 단정적

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도서관계에 일어난 최근 동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규명

해보았다. 

2. 공간을 재탄생시키자.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미디어 사용의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바꾸었고 이와 동시

에 그들이 머무는 공간도 변화시켰다.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크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되면

서 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는 변화하였고 또 다양해졌다. 특히 공간의 본질을 살리는 관계적 장

소, 즉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이용자는 찾고 있고 원하고 있다. 관계적 장소는 다양성

과 포용성, 그리고 다기능성을 강화시킨 장소로 그 안에 존재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며 동시

에 다른 장소들과의 상호연계성을 갖는 개방적 장소를 말한다. 도서관은 과거 도서관 한편에 위치했던 관

계적 장소를 도서관의 중심영역으로 끌어오고 있다. 

관계적 장소로써의 도서관의 첫 번째 변신은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열린 창작공간

을 만드는 것이다. 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는 열린 공간인 동시에 공유의 공간으로 창의적 사고개발을 

도우며, 새로운 도구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같은 기호와 취미, 목적을 가진 이들과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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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 최근에는 메이커스페이스에 메이킹 프로그램을 덧붙여 단순한 도구 활용이나 지식 습득에 머

물지 않고 이용자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메이커가 되도록 학습프로그램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도구나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랩(Digital Media Lab) 혹은 스튜디오(Studio)라고 불리는 공간, 또는 업무나 연구 등을 쾌적한 디

지털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공간도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의 도서관은 지식정보를 습득하는 

정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실체를 만들 수 있는 동적인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도서관의 두 번째 변신은 다른 기관과의 융합이다. 단일서비스 모델에서 탈피하고자, 도서관은 다른 기관

과 융합한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형수집기관으로 세 기관의 수집 대상인 다양한 정보자원을 한꺼번에 

집약적으로 수용하여 서비스하는 단일기관을 말한다. 이로서 라키비움은 이용자에게 정보의 유형과는 상

관없이 통합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높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

나 이질적인 기관 간의 물리적인 통합 또는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날로그 자료의 통합은 사실상 한계

가 있어 최근에는 디지털자원에 한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자원을 기반으로 한 가

상 융합공간은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상 투어(virtual tour) 기술이나 가상

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기관의 콘텐츠를 한 곳에서 브라우징을 할 수 있고, 생생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술관까지 합류한 글램(GLAM: Gallery, Library, Archive, and Museum)도 구축되어 

다채로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상융합공간은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기능적/정보적 융합은 아니지만,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시설과 함께 복합적 기능을 가지

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즉 도서관과 공원, 도서관과 미술관, 또는 도서관과 음악관/공연장 등을 근접하게 

위치하도록 하고 각 시설 간의 경계를 허물어 각 시설물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즐길 수 있는 멀

티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로써 도서관은 이용자의 편의는 물론 이용 확대의 효과를 얻고 있다.  

도서관 공간의 세 번째의 변화는 퍼블릭 공간인 커먼스(commons) 공간의 확장과 변신이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새로운 공간과 공간구성 요소를 요구하는데, 새로운 종족의 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네

이티브를 위한 공간이 다양하게 도서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이 내 서재와 같은 편안함과 편리성을 

가지면서 최적의 디지털 환경을 갖춘 퍼블릭 공간을 요구하자 도서관은 기존의 열람실을 카페와 같은 분

위기의 디지털 공간, 대규모/소규모의 각종 미팅 공간, 작은 전시실, 다목적홀로 변신시키고 있다. 이와 같

이 도서관은 열려 있으나 개인적인 공간, 같은 관심을 갖는 사람과 상호접촉 할 수 있는 다양성의 공간, 공

감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 취향의 장소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상당히 자유

롭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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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정보의 문을 열자.

초연결 사회에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제공됨에 따라 사람들은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환경의 발전과는 상관

없이 재정적, 법적, 인지적 장벽에 의하여 학술정보, 연구데이터 등과 같은 정규화된 정보의 접근은 여전

히 한정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해서 도서관계는 ‘오픈’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정보를 개방하고 자유

롭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식정보 접근의 장벽을 깨는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오픈액세스 운동이다. 2002년 BOAI(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선언에서부터 시작된 오픈액세스(OA)는 학회 및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들에 

큰 울림을 주었고 국내에서도 2008년 한국오픈액세스포럼이 만들어진 후 오픈액세스를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되었다. 2019년 4월에 문헌정보학 분야 국내 학술단체들이 공동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8개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추진을 선언하고 타 학문분야 학술단체에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선언은 국제적 추세인 연구성과 공유라는 취지에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계가 같이 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열린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두 번째 움직임은 기관 리포지터리가 과거에 비하여 최근에 많이 구축

되고 있는 것이다. 오픈액세스 운동이 연구자와 학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라면, 기관 리포지터리의 

구축은 국가도서관이나 대학 및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학 

및 연구소에서 생산한 디지털 학술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OAK(Open Ac-

cess Korea) 리포지터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학 및 연구도서관은 각 기관의 연구자들이 생산한 

연구결과물, 보고서나 연구데이터(관측데이터, 실험데이터, 서베이 데이터 등)를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는 

기관 리포지터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로써 연구자들은 리포지터리에 축적된 다른 연구자들의 학술정보나 

연구데이터를 재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내 40여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도서관이 기관 리포지터

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또 하나의 움직임은 문화유산, 기록, 정보 등과 같은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

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 세계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려는 구글 북스 프로젝트는 도서관계에 큰 우려를 일으

켰으나, 이로 인하여 중요자료의 디지털화 및 디지털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도서관계에 강하게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지식정보의 데이터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및 조직을 확보하고 각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자원을 디지털화하는데 박차를 가하

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기관들도 디지털 아카이빙 움직임에 합류하여 각 기관의 특색에 맞춘 디지털 아카

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 구축된 대표적 디지털 아카이브로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

이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아카이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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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승부하자. 

도서관이 지닌 사회적 가치는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또는 열려 있는 보편적 도서관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져왔다. 지금도 도서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서관은 ‘정보과잉 시대에 적합한 도서관 서비스는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

인 고민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도서관은 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유

도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방안들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정보과잉 시대의 돌파구’로서 현재 고품질 도서관 서비스로 조명 받고 있는 서비스는 바로 디지털 큐레이

션이다. 큐레이션이 결여된 정보의 집합은 조직화가 안 된 정보뭉치임을 강조하고 정보서비스에 큐레이션

을 덧붙이는 작업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국내외 모두,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정보자원의 선택적 장기

보존이라는 이슈와 소장된 디지털 정보자원의 선택적 맞춤서비스 이슈가 맞물려 두 개의 바퀴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국가기관들은 디지털화 된 문화유산과 막대한 디지털자료나 데이터를 어떻게 잘 지

키고, 가치 있는 정보자원을 큐레이팅하여 미래까지 잘 전달하는 가에 대한 해답으로 디지털 큐레이션 업

무를 모델링화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디지털 정보자원의 현재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용자의 요구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디지털 큐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자원의 속성, 이용자

의 요구 프로파일, 선호도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나 추천서비스는 인기

를 많이 끌고 있다. 현재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는 도서관의 규모와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전문가의 설명을 곁들인 추천도서 서비스, 연구도서관의 데이터 서비스, 문

화유산기관의 맞춤갤러리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차별화된 전문적 서비스는 바로 데이터분석 기반 서비스이다. 도서관은 의사결정 분석도구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즉 보편적 정보제공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보서비스의 질적 수

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기법들을 이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도서관정책기획단의 국가연구개발(R&D) 과제로 ‘도서관 빅데이터 활용’이 채택된 이후 도서관은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도서관에 활용할지를  고민하였지만,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리자들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독서 이력 관리서비스, 이용자 수요와 행태 

예측서비스, 도서추천서비스, 맞춤형 북큐레이션, 우선도서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최근 도서관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도서관 이용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벗어나 대규모 디지털데이터와 뉴스나 소셜데이터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분석하여 이

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도서관의 가치를 고도화하는 방편으로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 수행해온 교육서비스

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21세기 초반에는 고령의 문맹자, 이주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기초적

인 문해교육에 이어서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이용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리터러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

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줄어들자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도서관의 열기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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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격차, 디지털 문맹, 미디어 문맹 등과 같은 이슈가 대두되면서 도서관은 다시 리

터러시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과 미디어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 일상

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교육

을 중심으로 하는 코딩 리터러시 교육, 멀티미디어 제작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뉴스 문맹을 탈피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등이 현재 제공되고 있다.  

5. 최신의 새로운 옷을 입자.

정상(Normal)의 기준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는 뉴

노멀(New Normal)이다. 경제학 용어인 뉴노멀은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는 아니지만, 오늘날 사회적 이슈

로 크게 대두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개념이다. 새로운 판에 맞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도태되지 않

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인 것이다. 뉴노멀 사회에서 도서관은 최신의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하여 도서관 업무

와 서비스에 스마트 기술(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딥러닝, 로봇 등)을 입히고 있다. ‘스마트하다’는 용어가 

인간이 아닌 시스템이나 기기에 덧붙여지면서 ‘스마트’는 기술적 향상을 일컫는다. 스마트 기술은 디지털

기기에 이미 익숙한 도서관 이용자에게도 새로운 방식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

고 있다. 

첫 번째의 새 옷은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물인터넷(IOT)과 원격제어 기반의 스마트 라이브

러리 기술을 활용하여 도서관은 도서관 환경 모니터링, 도서관 건물은 물론이고 공용컴퓨터 제어, 나만의 

도서관 가상투어(a self-guided virtual tour)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스마트 락커(lock-

er) 및 좌석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도서관자료의 대출반납 또는 갱신을 할 수 

있다.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은 현재 대학도서관은 물론 공공도서관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 도서관의 새 옷은 ‘챗봇’이다. 챗봇은 채팅 로봇의 줄임말로 인간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채팅형식으

로 응답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챗봇의 목표는 스마트하게,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초기에 도서관에 도입된 챗봇은 텍스트 기반 대화형 시스템, 즉 미리 정해진 답을 

이용자의 문맥과 상관없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발하여 그 인기는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점점 사용자와

의 스무고개와 같은 문답형태의 대화를 통하여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딥런닝 기반

의 챗봇으로 진화하게 되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챗봇은 수원

여자대학교 인제학술정보관의 ‘챗봇 엘프’(elf : e-Library Friend), 연세대 학술정보관 챗봇 ‘톡수리’, 서

울대의 스누봇(SNUBot), 국회도서관 챗봇 등이다. 챗봇의 활용은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대

화가 단순히 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과의 대화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고객맞춤형 스마트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은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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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새 옷은 ‘로봇’이다. 최근 도서관은 도서관자동시스템에 로봇이용시스템을 덧붙이고 있다. 이로서 

무인시스템에 반납된 도서는 자동 배분과 이송을 담당하는 로봇에 의하여 재배치가 되고 장서점검 로봇

(AuRoSS)에 의하여 장서배열이 잘못된 도서나 사라진 도서 등을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사서에게 집중되는 안내성 질문을 담당하는 로봇도 도서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마포중앙도서

관은 전국도서관 최초로 인공지능 안내로봇 ‘마중이’를 도입하였고 2019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은 자율주

행과 다국어 서비스와 음성채팅이 가능한 도슨트 전문 로봇인 ‘큐아이 로봇’을 이용하여 전시해설과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도서관 로봇은 더 많이 등장하여 이용자의 흥미유발과 사서의 단순 업무 

감소라는 두 가지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6. 경계를 넘어 연결하고 공유하자.

수년 전만해도 생소한 개념이었던 ‘공유경제’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고 최근의 흐름은 

초기의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를 새로운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잇위드

(EatWith)’는 ‘만남’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음식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성공한 공유경제 비즈니스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공유’, ‘공동체’, ‘만남’ 등의 키워드는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개념이며 제공해 온 서

비스이다.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 기반 플랫폼 생태계의 확산은 기존의 도서관 공유서비스에 큰 변화의 바

람을 일으키고 있다. 가치디자인 사회에서 도서관은 정보자원과 도서관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가치나 관

계를 창출하거나 또는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공유의 현장은 ‘휴먼라이브러리’이다. 사람이 스스로 한권의 책이 되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소리

로 독자에게 들려주는 휴먼라이브러리는 만남과 공감, 소통과 지식의 공유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디지털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 비중을 더욱더 두

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휴먼라이브러리가 휴먼이라는 한권의 책(?)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다

면, 휴먼데이터베이스는 그 규모를 넓혀서 각 주제별로 산재되어 있는 전문가와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전

문가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간의 네트워크를 도서관이 중심되어 만들어내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국회도서관의 국회휴먼네트워크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로 이름을 변경하

여 그 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도서관이 공유의 새바람을 지원하는 기관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플랫폼이다’라는 문구를 많

이 사용하고 있다. 플랫폼은 실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였으나 최근 네트워크 기반

의 새로운 서비스 응용이나 새로운 가치창출의 공간, 새로운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그 개념이 진화되었고 

플랫폼 서비스는 최신의 서비스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도서관에서도 새로운 서비스인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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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는 정제된 디지털데이터와 링크드 데이터(LOD) 기반의 도서관데이터 플랫폼, 서비스형 소

프트웨어(SaaS)를 기반으로 통합적 도서관시스템의 관리 및 자료접근을 강화하는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LSP), 디지털자료를 공동 보존하고 활용하는 클라우드 컬렉션 등이다. 최근 미국의회도서관은 음원의 샘

플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음악창작 활동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공공도메인 샘플링 플랫폼인 ‘시

티즌 DJ(Citizen DJ)’를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와 창작을 지원하는 플랫폼은 더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프라인 형태로 도서관이 직접 플랫폼이 되어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플랫폼 서비스’도 있다. 즉 도서관이라는 플랫폼에 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연결하여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등을 연결시켜 실질적인 취

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다문화지원센터와의 연결을 기반으로 하여 도서관 다문화서비스를 진행

한다든지, 사회복지 NGO, 지역 교육청 등과 같이 기관과 전문가를 연결한 멘토링서비스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공유의 현장은 도서관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

닌, 오로지 시민들이 직접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도서가 일상적이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객체로 

인식됨에 따라 책이 지닌 소장가치가 변화하였고 책 소유자들은 책을 공유하고 개방하고 있다. 이런 흐름

에 따라 책 공유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이 각 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bookcrossing’(책 돌려 읽기), 호주의 ‘Mailbooks for Good’(책 기부를 통한 공유) 등은 많은 인기를 끌

었고, 한국에서는 책 보관 장소와 대여시스템을 제공하는 ‘국민도서관 책꽂이’, 앱을 활용하여 도서목록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이웃과 공유하는 ‘행복나눔 도서관’, 이웃  간의 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집은 

도서관’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공유와 연결은 작게는 하나의 도서

관에서, 크게는 여러 도서관과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7. 도서관의 미래상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미래를 예상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다. 현재와 같이 기술적으로 너무 빨리 변화하

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하나의 변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다가올 미래를 잘 수용하기 위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준

비한다. 미래를 예측한 문헌정보학자, 도서관계의 관장과 사서들은 이구동성으로 미래에 도서관이 살아남

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견과 주장

은 각자의 관점과 역할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무엇을 지향해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

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는 상관없이 미래에도 도서관이 지켜야할 방향성은 무엇

일까? 라는 질문을 답한다면 도서관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도서관 모습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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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는 것은 미래학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본고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도서관의 지향성을 75년 전에 그

려진 정보서비스의 미래 ‘MEMEX’에 기대여 그려보았다. 물론 MEMEX가 영향을 미친 정보기술의 진보

에 대한 논의는 아니다. 합성어인 MEMEX(MEmory+EXtender’)를 확대하여 MEPPEX(MEmory, 

Place, Platform, EXtender)를 도서관의 미래상으로 제시한다. 

도서관은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인류의 자랑스러운 기억(Memory)을 다각적으로 수집·보존해야 하며, 

다채로운 직간접 경험과 소통, 만남과 어울림을 이끌어주는 사회적/관계적 장소(Place)를 지켜야 하며, 공

유·연결·융합의 공간,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생산기지로서의 공간(platform)을 확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 기능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확장(Extender)이라는 열린 역할을 지향할 때 비로써 도

서관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도서관은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도서관은 또한 도서관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소장, 공간, 서비스를 변신시키고 확대해왔

다. 이제 확장(Extender)이라는 의미에 방점을 두고, 변화 그 넘어서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 제공한다

면 도서관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확장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모호할 수 있지만, 그 모호함이 상

상력을 키우고 또 영향력을 무궁하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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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인류 – 그 존재의 무게

도서관의 역사는 기원전 17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고대 그리스 

아테네, 로마를 거쳐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인류에게 도서관은 인류의 진화와 발전을 담는 그릇이자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해왔다. 

도서관이 담은 인류의 문화 지식을 통해 맞닿지 못하는 세대들은 교감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인류의 역사

는 발전했고 인류는 진화해왔다.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서관은 스스로의 사회적 의미를 증

명해왔고 그렇게 가치를 높여갔다.

정보화 물결 속에서 도서관의 패러다임은 변화했고 이용자들은 보존과 전승의 개념에서 접근과 확장이라

는 개념이 더욱 어울리는 도서관에 익숙해지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한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정보는 더

더욱 중요한 자원으로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은 빠르게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대중의 일상에 스며들었기에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각인은 상대적

으로 강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식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

야 하는 기관으로 그 걸어온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다지는 시간은 더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위해서도 중

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국가대표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75년

어느 나라이던 그 나라의 지식수준은 도서관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물며 그 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

은 그 나라의 지식 수준을 대변하는 문화적 상징성을 가진 기관으로 국가내에서는 국내 다른 도서관의 제

대로 된 기능수행과 발전을 위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일테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해당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간 관계를 책임지는 역할이 부여된 기관임은 자명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주제발표 | Presentation

국가대표도서관의 75년 반추,  
미래를 위한 도약
이정미(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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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올해까지 75년의 시간을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

든 도서관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대한민국 지식저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통한 대한민국 문

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은 당연히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으며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가진 영광과 상흔 이 둘 다를 품고 있음은 말할 필요

도 없을 것이다. 

해방과 함께 1945년 10월15일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했다. 해방 바로 다음날인 8월

16일 한국인 직원들의 결의에 따라 조선총독부도서관의 때를 벗고 우리나라 국립도서관으로 확보하려는 

헌신들이 이어졌고 장서 확보와 보호를 위한 헌신과 당시 마구 뿌려지던 중요한 인쇄물들의 수집에 전력을 

다했다. 개별 도서관의 의지와 활동들은 보다 안전한 도서관 확보를 위한 지난한 활동들을 만들어냈다. 일

제의 잔재가 남은 1945년 8월부터 국립도서관이 개관이 이루어진 10월까지 국립도서관이라는 우리의 이

름을 올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활동은 지속됐다.

빠른 안정과 성장의 단계를 밟아가던 몇 년 후 국립도서관은 6·25 전쟁이라는 격변에 휘말리게 된다. 전쟁

으로 인한 장서 소실을 막기 위한 험난한 여정도 겪게 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 도서관계를 이끌던 박봉석 

부관장같은 도서관계 인재들 몇은 행방불명되었고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던 조선도서관학교는 자동으

로 폐교되기도 했다. 이렇듯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서관을 재건하기 위한 움직임들은 이후 도서관 공사를 통해 공간을 재정비하는 것에서 

부터 서고를 분관으로 개관하거나 어린이열람실, 참고도서실, 정기간행물 열람실 등을 신설해 개방함으로

써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정착 확대시키는 과정들이 이어졌다.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차츰 안정되어 가면서 1963년 10월 [도서관법]이 제정되었고 국립도서관은 국립중

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제도나 업무 전반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법의 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명시였고 이는 국립중앙

도서관의 위상에 대한 공표였다. [도서관법]을 통해 규정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첫

째, 도서관 자료수집·정리·보존과 정보제공,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여러 유형의 도서관과

의 협의와 자료 공유,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였으며 둘째는 국가적 문헌 수집 및 보존, 서지작성 및 

소개, 국제교류, 도서관학 연구, 타 도서관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기능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이며 전통적인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라면 두 번째 기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서 한 국가의 지식 문화 유산에 대한 수집·보존, 국제교류 역할수행과 국내 다른 도서관의 발전을 이끄는 

지도 및 지원의 역할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십여 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업무 직제 및 기구를 확대 개편하거나 도서관계 인재양성을 위한 사

서강습회 개최,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학회 가입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1년 초반까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도서관계 인사들과 다양한 정책, 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제발표 | 대한민국 도서관계의 현재 동향과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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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은 각종 해제 및 도서종합목록, 도서관업무편람 발간 등을 이루어냈으며 

사서강습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과 같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지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소공동에서 남산으로 이관하는 등 위치 및 공간에 대한 고민

이 깊어지는 시기도 이 시기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

게 되었으며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제정,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국립중앙도서관은 KORMARC시스템의 개발과 연관된 다양한 자동화 프로그램의 완성으로 도

서관 업무의 자동화시대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사서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 현

장 사서의 역량강화에 힘쓰는 등 중요한 사업적 성과를 가져왔다.

도서관의 장서 또한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1987년에는 개정 [도서관법]이 공표되었는

데 1963년의 도서관법이 내용상 부실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던 터에 24년 만에 개정된 도서관법의 제

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 대표도서관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고 그 지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 [도서관법]에서 더욱 강조되었던 것은 그동안 담당했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대부분 탈피하고 

우리나라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도서관발전위원회’와 ‘도서

관진흥기금’ 운영, 도서관계 협력망(‘도서관정보협력망’) 운영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책임을 갖

게 되었다. 이는 지난 시기 공공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전쟁 이후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지원을 강조하던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거시적인 차원으로, 국가적

인 차원으로 올려놓았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는 시기이다. 1984년 현재 위치

인 서초구 반포동에 본관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1988년 새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 문헌정보시스템화를 위

한 TANDEN system을 도입하여 전산실이 설치되고, 지역 대표 도서관을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등 도서관 상호협력을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다. 국제표준도서번호 관리기구에 공식 가입하는 등 국제표준

자료번호 관리에 임하는 등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제도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루어냈다. 교

육부에서 문화부로 소속부처가 변경되는 등에 따라 국내 도서관 정책을 관장하는 행정부처가 교육부와 내

무부, 문화부까지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계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1998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을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

터, KAIST과학도서관, 산업기술연구원, 첨단학술정보센터가 공동 참여하는 국가전자도서관 연계사업을 

추진해 DB확대와 대상 자료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었으며 이 전자도서관 시범 시스템을 보완·확대하였다. 

국가전자도서관은 국방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농업과학도서관, 법원도서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KAIST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동참여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가지식

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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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IMF라는 국가 경제 위기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의 민간 이양과 같은 국가대표도서관 운영에 대

한 고민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나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입지, 특성에 따라 현행과 같이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999년부터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통합정보시

스템인 KOLIS를 가동하고 첨단시설을 완비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CIP(출판

예정도서목록-Catalog in Publication) 제도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하여 2002년 시범적인 운영이 이루

어졌으며,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홈페이지를 개통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

였다. 2004년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 지식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고 지식문화 강국을 선도

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006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개관

으로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이용자대상의 특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서관 자료수집 및 서비스 운영을 시작

하게 되었다. 더불어 2009년 디지털도서관이 개관되며 온라인 자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광장과  온라

인 자료 통합 검색이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시대가 시작되었다.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지

식정보 자원 수집·보존을 위해 오아시스 사업(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을 진행하는 등 디지털 웹 정보자원의 수집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온라인 참고봉사서비스, 전국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등 국가적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정보 자원 활용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정부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2013년 국내 최초 정책정보전문도서관이자 국립중앙도서

관의 첫 지역 분관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이 개관하였으며 정책정보도서관으로서 국내외 정책정보 자료의 

수집 확충 및 이용자 서비스를 시행하는 역할 등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수년간은 도서관 납본제도나 장서개발정책의 정비, ISSN 및 ISBN 업무의 일원화 등과 같

은 도서관 제도, 조직체계 정비작업을 지속하였으며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 및 보존 강화, 이용서비스 고

도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웹기반 온·오프라인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 II) 오픈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구현과 같은 다양한 이용자 중심 고품질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도서관 현장에서 실현되었으며,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서관 빅

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의 존재 이후부터 줄곧 그 역할에 충실했던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또한 전국 현장 사

서의 실무능력강화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 인류와 도서관 

21세기를 맞이한 후 인류는 많은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 지구는 환경파괴로 병들어가고, 전염성 질환은 인

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가능성 있는 불안

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런 불안한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유엔회원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를 채택하고 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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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UN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는 

총 17개로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 및 커뮤니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평화·정의·효과적인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구촌 협력이 포함된다. 이 17개 목표를 살펴보면 빈곤과 기아의 퇴치, 인

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평등·시설·제도적인 정비, 인간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지

침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촌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을 주창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은 도서관으로 그 필

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당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 존재하고, 그 누구도 

해당 사회의 지식을 접근·확장시키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구가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인 목표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한다. 전 세계에는 32 만 개의 공공도서관과 100 만 개 이상의 국가도서관, 대

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도서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보

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이는 도서관이 디지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도서관은 모두에게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정보를 효과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지원하고, 지금 세대의 정보를 보존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유용한 정보

를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인류의 진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접근의 확장을 위해 신

뢰할만한 지역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도서관의 이 모든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

이며 나아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진정으로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제도서관연맹(IFLA)는 UN2030 의제를 더욱 발전시킬 도서관의 원동력을 명

시하고자 했다. 이 노력은 “모두를 위한 접근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도서관 행동 

지침의 발표로 이어졌다. 이 행동지침의 실현을 통해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을 확장시킴으로써 지구촌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류의 삶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IFLA선언은 UN2030 의

제 전반에 걸쳐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이며 그 역할

을 수행하고자 하는 명확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해석 가능하다. 첫째, 

도서관은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보통신기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빈곤퇴치, 기아종식, 복리

증진 등 인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이

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에도 접근이 가능한 인프라를 도서관이 제공하는 것,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정보를 

제공하는 것), 둘째, 세계 어디에서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편적 리터러시를 구

축·제공해야 하며(포용적이고 형평성있는 양질의 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 증진이 가능하고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것),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고전적이며 역사적인 역할인 문화 및 자

연유산을 보호해야(안전하고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위한, 미래세대에게 기록하고 

보존한 문화유산을 전해주는 것, 인간 생태계를 해치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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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및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 인류는 홀로 설 수 없다. 전세계는 이미 아날로그로도 디지털로도 양면이 사방으로 무수한 거미

줄로 얽혀서 살고 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인류는 이어진 거미줄이 안전하고 생동감있게 유지되도록 노

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방향은 UN2030 의제들로 구체화되었으며 도서관은 그 무수한 거미줄의 점점을 

이어주는 든든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리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장단기 발전계획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 2019년 말 중장기발전계획을 정리한 ‘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을 발간했으며 이 계획에는 지난 5년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정보

환경과 다양한 정보요구에 능동 대응하며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립중

앙도서관의 사명, 비전, 4대 목표와 이를 이루기위한 주요 업무의 상세 내용 및 추진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에서 제시된 사명, 비전 및 4대 목표는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1>).

제시된 4대 목표 중 이용자 중심 국가도서관 서비스강화와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지능화는 UN의 지속가

능발전목표를 실현하게 하는 도서관의 역할 중 첫 번째인 정보접근과 정보통신기술 접근의 확장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목표라고 간주할 수 있다. 연구 및 정책 지원 도서관서비스,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식정보서

비스를 구현하며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이용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또한 국가 디지털 장서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고, 스마트 디지털 서

비스 구현, 디지털 서비스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정보접근과 정보통신기술 접근의 확장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표에 포함된다.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디지털 자원의 수집·보존·활용의 체

계 및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며 모바일서비스를 강화하거나 디지털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이 이용자 중심 국가도서관 서비스강화와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지능화라는 두 개의 목표

에 스며들어있다. 

또 다른 목표인 국가지식자원 접근·보존 기반 고도화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로서 인식되는 문화 및 자

연유산 보호 역할에 이어지는 목표이다. 국가지식자원의 수집, 국가서지데이터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한국 

고문헌 통합관리 강화 등 대한민국의 국가지식자원의 수집과 보존, 이를 통한 활용과 치밀하게 이어진 것

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만이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중요한 달성 목표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협력·리더십 극대화는 UN의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 중 보편적 리터러

시의 구축과 제공이라는 목표와 연관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인재를 위한 전문

교육의 허브로서 도서관 인재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가칭)국립도서관인재개발원’ 설립을 추진하

고 이를 통한 정보전문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도서관이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 리터러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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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 비전 및 목표(‘국립중앙도서관 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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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이러한 개별 서비스를 구현시키는 전문가로서 현장사서

의 역량 강화 교육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속되는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현장

사서는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획득하게 된다.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기반

을 강화하고 남북한 도서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제 교류·협력 또한 국가대표도서관이 놓지 말아

야하는 역할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사회라는 예상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또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예상

치 못한 전염질환의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나 상시적인 연결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통

해 정보를 자원화하는 시대에, 물리적인 접촉에 두려워하는 전염질환의 시대를 맞아 언택트(un-(con)

tact)를 추구하는 일상을 겹쳐 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도서관은 이것이 두려움이자 기회임을 인식했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에겐 

두려움이지만 또한 기회일 수 있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가 가진 영광과 상흔, 이 둘 다를 

품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또 다른 75년을 맞을 때 우리나라의 영광과 상흔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지 생각해본다. 물론 그 안에 영광이 더욱더 두드러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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