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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ter-Library Loan program manipulated on Java language tested to
proof it's possibility on Inter-net. The local loop back protocol between
server and client is applied to for implementing the program within single
window. But they will be operated in each if some modification will be
added. This test urged that the Java Language would be possible to
develope their needed program by their own hand.

서 문1.

도서관 상호대차제도는 협력망 구성의 기본적인 요건중의 하나이다 이 제.
도는 전자통신 방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오늘에 와서 인터네트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는 인터네트를 기본축으로 삼아.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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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서 최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 언어의 개.
발동기가 바로 의 발전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Netscape
명된다.1) 이러한 언어의 특징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상호대차시스템을Java
개발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도서관은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기회있을때 마다 주장하여왔던 본인은 그 스스

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 제시되는.
프로그램은 상호대차제도를 인터네트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

증하는데 있으며 완전한 펙케이지를 제공하고자 함이 아님을 밝혀 둔다 이.
러한 완전한 펙케이지는 도서관인 스스로가 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

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 의한 시스템의 가능성만을 제시하고자 한Java ILL
다.

여기 제시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번 입력하여 보고 이를 테스트하는 것은

를 이해하는데 더 없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보자라도 이Java .
를 복기하면 전체적인 윤곽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가한다 또한 단계.
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를 위하여 본문.
보다도 각주에서의 해설을 중시하였다 각주에는 사용된 명령어에 대해 가장.
알기 쉬운 말로 해설하였다 프로그램이 전산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실험은 한 컴퓨터 내에서 가상적인 두 도서관을 내세워 요구처를

로 정하고 응답처를 로 정하였다 언어에서는 와Server Client . Java java.awt.*;
을 수입 하였다 먼저 이 프로그램에java.net.*; java.io.*; java.lang.*; (import) .

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펙케이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의 역사는 년에 개발된 의 에서 시작된다 언어는Java 1993 James Gosling WebRunner . Java
바로 이 를 개발하는데 사용되었던 언어이다 년 월에 개최된Web Browser . 1995 5

에서 첫선을 보인 는 사와 사가 상호유대SunWorld '95 Java Sun Micro-System Netscape
를 강화하면서 더욱 인터네트환경과 밀착되게 된다 년 월에 사는. 1995 11 Nestcape Java

을 네비게이터 부라우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확약한다 이리하beta version .
여 년에 널리 사용되는 씨리즈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1996 Java 1.01 2.0 Beta

과 이 발표되고 있다 의 발전은 인터네트와는 불가분의 관계version Alpha version . Java
에 놓여 있는 것이다 초기 언어의 발전과정에 관해서는 참고문헌 참조. Java (5) pp.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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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네트워크를 위한 펙케이지2. Java

인터네트에 접속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

며 운영 되는 명령어들을 펙케이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펙케이지, java.net.
라고 한다 이 속에는 상당히 많은 명령어들이 들어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와 그리고 만을 사용하였다ServerSocket Socket, URLConnection .2)

에서 제공되는 명령어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다 이는java.net Socket .
두 개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하는 통로를 열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측에는 와 주소 및 번호를 지정한다Client Socket IP (Inet Address) Port .
측에서는 측과 동일한 번호만을 지시하여 통신을 가능하게Server Client Port

한다.3)
수신자 측 에서는 먼저 자신의 컴퓨터를 연결상태로 놓아둔다 이때Client( ) .
를 설정하여 둔다 즉 자신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두Socket .

는 것이다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번호로서 물리적인--- port→

단위가 아니라

논리적단위이다 임의로 정한다. ( )

socket = new Socket("206.64.37.144",2525);

주소를 지시한다-------- IP .→

2) 에는 수준으로java.net.* class DatagramPacket, Socket, ServerSocket, InetAddress,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는 컴퓨터간의 통신을 위하여 필수적인Socketimpl. URL . Socket

것이다 이 명령을 사용하 여 즉 요청자 측의 와 연결을 하게 된다. Server( ) ServerSocket .
연결방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주소. IP (Internet Protocol

이다 는 비트 즉 바이트 의 숫자로 된 주소를 갖는다 와 같Address) . IP 32 ( 4 ) . 206.64.37.144
은 것이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는 문자로 되어. URL(Universal Resources Identifier)
있지만 예 인터네트가 작동할 때에는 주소로 변경된다( :www.javasoft.com) IP .

에는 을 로 바꾸는 명령어를 제공java.net URL IP Address InetAddress.getByName(“ ”)
한다.

3) 는 물리적인 단위를 표시하거나 연결 포트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지정Port
된 숫자이다 보통 자리까지 허용된다 등이 그 예이다 참고로 의. 4 . 7000, 2525 . HTTP
는 이며 의 는 이다 본 실험에서는 를 지정하였으나 임의로port 80 FTP Data port 20 . 2525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와 에서 사용되는 는 같은 것이라야 한다 이에 관. Server Client port .
한 가장 친절한 설명은 참고문헌 의 에 있다(3) pp.786-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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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프로그램에선 주소로 자신의 컴퓨터 내에서 왕복하는IP "loop back"
을 사용하였다 이로서 자신의 컴퓨터를 서버용으로도 또한 크라IP(127.0.0.1) .

이언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서버 송신자 측 에서는 번호를 이용하여 크라이언트와 연결한다 이때( ) port .
번호만 이 연결의 관건이 됨으로 번호가 동일하여야만 한다port .

ServerSocket server = new ServerSocket(2525);

크라이언트의 를 지적한다------- port .→

서버에서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크라이언트와의 접속여부를 확인하Accept()
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크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접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하게 되는 것이다.4)

socket = server.accept();

데이터를 송부하기 위하여서는 와 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Thread Stream
록하고 을 발송한다 이 때 데이터를 읽는 즉 의 기능을 수행하Stream . ( read)
기 위하여서는 을 사용하고 쓰기의 기능 즉 을 위하여서는InputStream ( write)

을 사용한다OutputStream .5)

4) 는 에 소속된 메소드이다 단지 크라이언트에서 수신의 상태가 되Accept() ServerSocket .
어있는지를 계속하여 확인한다 이것이 없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 .

5) 은 데이터를 바이트들의 흐름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 흐름은 프로그램 내에서Stream .
또는 입출력 장치에서 파일 내에서 데이터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 쉽게 풀이하면 단.
어의 뜻과 같이 한줄기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인터네트 등 통신을 통하.
여 정보를 보내고 받는데 잘 작용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은 과 이 대종을 이루고 과Stream InputStream OutputStream FilterInPutStream
이 그것에 예속되어 있다 이에는FilterOutputStream . BufferedInputStream,

등이 있다 기본적으DateInputStream, LineNumberInputStream, PushbackInputStream, .
로 에서는 명령이 지원Stream read, skip, close, available, mark, markSupported, reset
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이 가장 적절한 듯 하다( (1) .)

을 실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였다 즉 에 소속된 것을 사용DataInputStream .( FilterStream
한 것이다 이 에서는 와 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Stream Read writed

의 경우와 동일한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다른 과Random Access File Stream
다르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가장 제한이 적은 방식은 으로 처리함이 옳은. Data-Stream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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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하여서는 을 사용한다 이때에Stream PrintStream .
서버에서는 을 사용하여 송부할 데이터를 실ServerSocket.getOutputStream()
린다 반대로 송신된 데이터를 읽기 위하여서는.

을 사용한다ClientSocket.getInputStream() .

이것이 기본 골격이다 비교적 간단한 몇 개의 명령어로서 통신로가 결정.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간단한 도표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도표 서버와 크라이언트의 통신 접속< 1>

이리하여 서버와 크라이언트는 인터네트를 통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다만 상대방의 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상식적인 것IP Address .
이다 물론 위에 예시한 도표와 같이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것은 아.
니다 화면을 구성하기 위하여 을 사용하여야 하며. java.awt.application

과 를 생성시켜야 한다 또한 과 메소드를Button Menu . Boolean action_event()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을 사용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어서 조금.
만 노력하면 수월하게 실행 가능하다.

서버 프로그램의 작성3.

이제 직접 인터네트를 통하여 상호대차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

하기로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서버프로그램을 작.
성한다 첫 번째 작업은 화면의 구성이다 아래의 도표 와 같은 구성으. . < 2>
로 화면을 작성하기로 한다 가장 중요한 는 이다. Key Data ISBN/ISSN .6)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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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데이터가 틀리면 요구하는 자료를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서명 저자. //
필드 발행자 필드 등은 참조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 경우에는 권호 연, . ISSN ,
도 해당페이지 등을 상세히 지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

도표 서버측에서 사용하는 화면< 2>

위에 든 도표 와 같은 화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프로그램 을< 2> <1>
실행시킨다 제시된 프로그램은 편집관계로 한줄이 되어야 하는 명령문을 두.
줄로 구분한 것이 있다 프로그램을 작성시에는 한줄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

6) 은 상호대차제에 있어서는 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당자료의 유일ISBN Key Element .
한 식별번호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상적으로 이 정착되면 다른 데이터 요소는. ISBN
별로 효용이 없다 영국의 도서관 협력 시스템인 에서는 철저하게 만으로. LASER ISBN
상호대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Plaister, Jean M. Computing in LASER; regional library co-operation. London:The
Library Associatio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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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의 시작부분<1>

먼저사용할펙케이지를수입계승한다// ( ) .
 import java.awt.*;
 import java.net.*;
 import java.io.*;
 import java.lang.*;

펙케이지의 계승                 //AWT.* Frame
 public class IllSys2 extends Frame(

먼저 를선언한다                 // Socket
           static ServerSocket server = null;

다음에는메뉴항목과버튼을                 //
선언한다                 // .

           private MenuItem renewMenuItem;
           private MenuItem saveMenuItem;
           Button startButton;
           Button messageButton;

입력받을창을선언한다                // .
          TextArea textSend;
          TextField mmmField;
          TextField aaaField;
          TextField pageField;
          TextField datenField;
          TextField senderField;
          TextField urlField;

여기부터 부분이다               // constructor .
는창에제일웟머리에나타낼  IllSys2(){ //super

문귀지정   .
    super("SERVER Sending MESSAGE");

전체레이아우트를정한다               // .
    setLayout (new BorderLayout ());

버튼을만들고이름을붙임              // .
    Panel buttonPanel = new Panel ();
    buttonPanel.setLayout (new FlowLayout ());
    buttonPanel.add (startButton = new Button

우선접속           (" "));
    buttonPanel.add (messageButton = new Button

다음발송           (" "));
입력될데이터의각요소와창크기를             //
지정               

    Panel fieldPanel = new Panel();
    fieldPanel.setLayout (new FlowLayout());
    fieldPanel.add (new Label ("ISBN/ISSN"));
    fieldPanel.add(mmmField=newTextField("isbn",40))
;
    mmmField.setEditable(true);

서명 저자    fieldPanel.add (new Label (" // "));
    fieldPanel.add (aaaField = new
TextField("auth",40));
    aaaField.setEditable(true);

발행 면수    fieldPanel.add (new Label (" : "));
    fieldPanel.add (pageField = new TextField
("",40));     pageField.setEditable(true);

발송날자    fieldPanel.add (new Label (" "));
 

 
 fieldPanel.add (datenField =newTextField
 ("",10));

발송처 fieldPanel.add (new Label (" URL"));
 fieldPanel.add (senderField = new TextField  ("",14));

수신처 fieldPanel.add (newLabel(" URL"));  fieldPanel.add
(urlField = newTextField("",40));

를저정함            //TextArea .
            textSend = new TextArea(5,5);
            textSend.setEditable(true);

전체화면을대상으로버튼 필드 등의           // , ,
위치를정함            .

          add ("North", buttonPanel);
          add ("Center",fieldPanel);
          add ("South", textSend);

메뉴메소드를생성한다                  // .
화면의          addMenu(); resize (400,400); //

크기를지정함           .
          show ();

를생성한다                 //ServerSocket .
        try {                                

에서는 번호만                 //ServerSocket port
지정한다                    .
이때 와같은 번호를                  // Client port
지정한다                    .

          server = new ServerSocket(2525);
           }
          catch(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Error: " + e);}
           }

메뉴메소드에서메뉴항목을                //
만든다                    .

  private void addMenu(){
          Menu menu;   
          MenuBar menuBar = newMenuBar();

기능선택          menu = newMenu(" ");
다시          renewMenuItem = new MenuItem("

작성함                                      ");
          menu.add(renewMenuItem);
          saveMenuItem = new MenuItem

요구서보관                                   (" ");
          menu.add(saveMenuItem);
          menuBar.add(menu);
          setMenuBar(menuBar);
         }

일단여기서한번가동하기위하여          //
메소드를둔다           Main .

프로그램이진행됨에따라 은뒤로          // Main
가게된다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new IllSys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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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가장 쉬운 약간은 초보적인 언어로 편성되어 있다 논리에.
있어서도 무리 없이 순탄하게 이해되도록 편성되어 있다 가급적 이 프로그.
램을 제시된 대로 키인 하여 보기 바란다 키인 하는 곳은 환경에서. MS_Dos

으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서 를 쳐서 화면을 불러낸다JDK1.1.3\bin Edit .
이 화면에 프로그램 을 키인 한 후 라는 이름으로 저장한다<1> IllSys2.java .
그런 다음에 컴파일러를 불러 컴파일 한다 마지막으로 로Java . java IllSys2
실행시킨다.

C: jdk1.1.3 bin>edit＼ ＼

키인 하여 로 저장: -----> IllSys2.java

컴파일 한다C: jdk1.1.3 bin>javac IllSys2.java ---> .＼ ＼

교정을 한다: ----> .

:

를 실행한다C: jdk1.1.3 bin>java IllSys2 ---> IllSys2 .＼ ＼

그러면 앞의 도표 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이 화면은 아직은 작동되< 2> .
지 않는다 다만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

펙케이지에서 계승된 기능을java.awt Frame 7) 가지고 버튼8)을 발생시키고

데이터가 입력될 창을 만들었다 창은 와 두 종류를 설. TextField TextArea
정하였다 필드단위로 입력되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한 줄로 국한된다 그. .
러나 에 입력되는 것은 그림을 비롯하여 문장 등 한 스크린을 대상TextArea
으로 한다.

를 만드는 방식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서관 데이터인 경우 대TextField .
부분이 필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령은 다음과 같다. .

7) 펙케이지는 창의 크기와 구성을 위하여 편성하여 놓java.awt(abstract window toolkit)
은 것으로서 대단히 유용하다 사실 로 이와 같은 화면을 구성하려면 그래픽 기능을. C++
사용하고 여러가지 로직을 사용하여야 한다 풀다운 메뉴를 작성하려면 복잡한 프로그램.
이 작성되어야 하지만 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을 제공하고 있다java tool .
펙케이지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하여 폰트에서부터 그래픽까지 화면 구성에 관한 모awt.

든 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 실험에서는 수준의tool . Component Button, Menu,
등을 사용한다 세밀한 설명을 하려면 많은 지면이 필요함으로 생략하지만label, panel, .

를 사용하려면 이 펙케이지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자세히 살java
펴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참고문헌에 각각 특색 있게 펙케이지가 설명되어 있다. awt. .

8) 은 단계로 만들어진다 선언한다 을 만든다Button 3 . [1] (Button startButton)-> [2] panel
만들어진 에다 이름을 붙여 한(Panel buttonPanel=new Panel();) [3] panel add

다 우선접속 이에 앞서 를 지시하.(buttonPanel.add(startButton = new Button(" "); Layout
여야 한다 여기서는 중앙에서 부터 일렬로 배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FlowLay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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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사용하여 이란 것을 만듬[1] Panel fieldPanel (Panel fieldPanel = new
Panel();)

을 사용하여 창 앞에 쓰여질 문자를 나타냄[2] Label (fieldPanel.add(new
Label ("ISBN/ ISSN");)
그 다음에 필드의 창크기를 정하고 필드 명칭을 지시하여 이것을[3]

에 수록함fieldPanel

fieldPanel.add(mmmfield = new TextField("isbn",40))
｜ ｜ ｜

미리 정한 필드명 창앞의 문귀 창의 크기

마지막으로 화면상에 나타날 위치를 본 실험의 경우 를[4] ( BorderLayout()
사용하였음 로서 즉 중앙에 둘 것을 지시한 것)(add("Center",FieldPanel)
이다.

이제 메뉴를 만든다 여기서는 메소드를 별도로 정의하여 생성. addMenu()
하도록 하였다 메뉴를 만드는 방식은 대체로 프로그램 에 제시한 방식이. <1>
일반적인 것이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아마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
다.9)

지금까지는 버튼과 메뉴를 작성하는 방법을 환경 하에서 실행하였Frame
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에 관한 사항은 중간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Socket
생성시키고 있다.

try {
에서는 번호만 지정한다//ServerSocket port .

이때 와 같은 번호를 지정한다// Client port .
server = new ServerSocket(2525);
}

9) 를 만드는 방식은 줄 을 만들고 그 줄에다 직접 을 추가하는 간Menu Menu (Bar) MenuItem
단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1] MenuBar mb = new MenuBar(); [2] Menu line =

기능선택 다시 작성함 즉new Menu(" "); [3] line.add(new MenuItem(" "); [4] mb.add(line)
메뉴줄에 추가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을 일일이 선언하는 예. MenuItem ( :private

과 같은 선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선호하는MenuItem renewMenuItem ) .
참고문헌은 번의 이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4] pp.394-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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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Error: " + e);}
}

가 라는 번호를 가지고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everSocket 2525 port .
물론 크라이언트 측에는 가 생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때 번호도Socket port

라야 한다 에 대한 설명은 주 참고 만일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2525 . (port 3) )
에는 이를 지시하여 주기 위하여 를 발생하게 하였다Exception e .10)11)

전체 화면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크기로 로 지시하고resize(int Y, int X)
메소드로 화면이 나타나게 한다 는 가로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show() . resize
그 다음에 세로의 크기를 정한다 후술하겠지만 이와 같은 화면의(int Y) .

크기 지정은 메소드로 정할 수도 있다reshape() .12)
서버의 기본화면의 프로그램 설명은 이 정도로 줄인다 설명이 부족하더. (
라도 프로그램을 그대로 코딩하고 실행하여 점진적으로 이해를 넓히도록 하

기 바란다 이보다 높은 언어의 구사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는 개량할 곳. Java
을 찾아 개정하기 바란다.)

이제까지 만들어 온 기본 화면을 통하여 데이터를 크라이언트에 송부하려

면 다음의 프로그램 와 같은 스텝을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을 앞의 프로그<2> .
램 에 이어서 추가하되 메소드는 프로그램 에서 보는 바와 같이<1> main <2>
제일 뒷부분에 위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만은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 .
면 한 프로그램에서 메소드는 유일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main() .

10) 은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지시하여 주는 것으로 언어의 특성이기도Exception Java
하다 여기서는 만 사용하였으나 케이스에 따라 각각 다른 예외 사항을 지시. IOException
한다 예외상황은 와 두 법주가 있으며 에는. Error Exception , Exception

등이ClassNotFoundExceiption, Ilegal AccessException, AWTException, IOException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종류에 대한 설명은 참고문헌 의 를 참조하기 바. (3) pp.670-675
란다.

11) 는 실행될 명령에서 예외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Try catch
사용되는 명령어이다 따라서 와 과 같은 예외 또는 오류 를. Try catch IOException (Error)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전부 으로 국한되고 있다 그만큼 언어의 구사능력이 단순한 까닭이IOException .
기도 한다.

12) 이에 대한 설명은 크라이언트의 프로그램에서 언급하겠다 양자의 차이는 는 화면. resize
의 좌표에서 시작되지만 는 지정된 위치의 좌표 예 에서 부터 출발하여(0,0) reshape ( :50,50)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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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2>

 
public boolean handleEvent(Event event)
 {
 switch(event.id){
   case Event.WINDOW_DESTROY:
                   System.exit(0);
   case Event.ACTION_EVENT:
   if(event.id == Event.ACTION_EVENT
                     && event.target instanceof
Button)   {
  If(event.target == startButton)
여기서크라이언트의 를생성시킨다   // Thread .
이것이접점이되는것이다   // .

   new clientThread().start();
접속이되면서버측의전달내용을쓴다   // .

   else if(event.target ==messageButton)
                                    serverWrite();
   return(true);
 }
   if(event.id == Event.ACTION_EVENT
      && event.target instanceof MenuItem)
      if(event.target == renewMenuItem)

메뉴에서 다시작성함을택하였을때에      // " "
전체의필드창을공백으로만든다      // .

      reNew();
      return(true);
             }
 return(false);
 }
공백으로만들기위한메소드를설정한다 // .

 public boolean reNew(){
           mmmField.setText("");
           aaaField.setText("");
           pageField.setText("");
           datenField.setText("");
           senderField.setText("");
           urlField.setText("");
           textSend.setText("");
                return true;
 }

 
을눌렀을때에    //messageButton ServerWrite()

가작동된다     // .
 public boolean serverWrite()
{
 while(true)
   {
     Socket s = null;
     try{
            s=server.accept();
            }catch (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Error: "+e);}
    try{
           String request=(textSend.getText());
           String  rrequest = (mmmField.getText());
           String r2request =(aaaField.getText());
           String r3request =(pageField.getText());
           String r4request =(datenField.getText());
           String r5request =(senderField.getText());
 Stringall=(rrequest+' t'+r2request+' t'+r3request＼ ＼

                +' t'+r4request+' t'+r5request+' t'+re＼ ＼ ＼

                quest);
       PrintStream prstream = new PrintStream
                                        (s.getOutputStre
am());//

위의내용이 에기록된다       // serverSocket
       prstream.println(all); .
               prstream.flush();
               s.close();
             }catch(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Error: " + e);}
                                return true;
            }
          }

프로그램 에있는것을여기로               // <1>
위치시킬것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new IllSys2();
       }
     }
 

라는 메소드는 펙케이지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handleEvent() java.awt
서 버튼이나 메뉴 또는 등이 크릭되었을 때 지정된 동작을checkBox, List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에서는 우선접속 이라고 표. startBut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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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버튼 이 눌렸을 때 메소드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clientThread() .
는 에 속한 것임으로 다음 항에서 설명하겠(client.Thread() Client Program 4

다)
if(event.id == Event.ACTION_EVENT

는 교집합 연산자임&& event.target instanceof Button) { -->&& (Union And)
가 이면 하는if(event.target == startButton) -->event.target startButton

조건식을 걸고 동작할 메소드를 지시new clientThread().start(); --> .

이와 동일한 방식이 다음송부 라고 표시된 버튼 과 메뉴에messageButton(" " )
서는 다시 작성함 으로 표시된 메뉴 항목 이 크릭되었을renew MenuItem(" " )
때 작동하는 메소드를 지시한다 이와 같이 를 거처 을 처리하는. Event Action
것이 이다handleEvent() .13)

설명하기 쉽게 메뉴에서 이 크릭되었을때를 살펴보자 이renewMenuItem .
것이 크릭되면 메소드로 건너간다 그 밑에 있는 는 모든 필reNew() . reNew()
드 들을 공백으로 지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있던 데이터는 전부 지워진.
다 조심하여 살펴보면 이 메소드가 으로 지시되어 있고 끝에 가서. boolean

로 저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에 걸려있는 메소드return true . Event
들은 나 를 함 가 되어야 한다boolean type(true false return ) .

이 크릭되면 메소드가 작동된다 여기서messageButton serverWrite() .
메소드가 크라이언트의 주소를 체크하고 접속이 되었는지를 확인accept() IP

부록킹 하게 된다 주 참고 만일 가 다르면 여기서 가 출력되게( ) .( 4) ) port Error
되는 것이다.

일단 접속이 되면 이번에는 송부할 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본 실.
험에서는 필드에 있는 것을 전부 받아 내어 이를 으로 바꾸고String

를 사용 이라는 이름 하에 합쳤다 기호를 사용한 것(getText() ), String all ('+'
임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야 할 설명은 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이다). '\t' .14)
13) 작성방법은 여기 인용된 것이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필자는EVENT .

를 공부하는 동안 작성과 운영 방식이 너무나 복잡하여 포기한 적이 있었Turbo C Menu
다 그러나 에서는 이를 아주 간단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 든 방식만이 있는. Java .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의 저자들은 라는 방식을 사용하기를 즐겨하. (4) ACTION EVENT
고 있다 와는 세부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다 어떤 것이던 각자의 취향에 맞. handleEvent .
추어 익숙해 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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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 줄로 데이터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런데 여Stream .
러 개의 데이터 요소들을 수록했을 경우 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mark/reset
방식이 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도 데이터요소가 어디에서 시작되며.
끝나는지를 즉 길이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고정장으( ) .
로 데이터를 수록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데이터를 고정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논리상으로나 실질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를 경계구분자. ' t'＼

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자가 되었던 수백 자가 되었던 를(delimiter) . ' t'＼
맞나면 한 단위의 데이터 요소가 되는것이다 이렇게 구분된 데이터. Stream
을 크라이언트에게 보내면 크라이언트에서는 를 확인하여 구분하여 나' t'＼
가도록 하기 위하여 조금은 조잡하지만 이를 택하고 있다.

를 으로 만들었지만 여기에다Socket OutputStream (s.getOutputStream())
데이터를 실리기 위하여서는 을 만들어야 한다 대단히 불편하PrintStream . (
지만 직접 수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득이 이) prstream.println(all);
라는 명령을 만들어 전체 데이터를 에 기록하여 주었다s.OutputStream .

이상으로 서버의 프로그램이 작성 완료되었다 프로그램 에 이어서 프. <1>
로그램 를 추가하면 된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컴파일을 하면 가 발<2> . Error
생한다 크라이언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라이언트의 프로그램을 탑재. .

한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실행시켜야 한다(load) .

크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작성4.

이제부터 크라이언트 즉 수신자측 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전체화면은( ) .
도표 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대체로 서버측의 화면과 같은 것임으로 이< 3> .
를 실현하는데는 이미 앞서 서버측의 화면과 같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데.
이터를 수신하려면 라는 것과 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Thread Socket .

를 계승시켜 그 안에 를 발생시켰다Thread (extend) Socket .

14) 는 의 동작을 일으키게 하는 이다 이와 같은 코드로'\t' tab escape code . '\n'(line feed),
등이 있다 실험해 보면 이들 코드는 프로그램에'\r'(cartridge return), '\b'(back space) .

서 를 가지며 자동 등 기능을 구현한다2 byte code t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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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크라이언트의 화면< 3>

는 통신을 통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유용한 방식을 제공한다Thread .
15) 여기에 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하여 서버측에서 발송한 데이터를Socket
읽어들인다 우리는 이미 에서 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었다. ServerSocket port .
크라이언트의 는 와 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Socket IP Address port .
이를 로 만든다Stream .

s= new Socket("127.0.0.1",2525);
dis=new DataInputStream(s.getInputStream());

15) 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Thread (Multi-Tasking)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통신을 위하여서는 이 방식을 채용하는데 이유는. down

받는 동안 다른 작업을 수행하거나 송신하는 동안에도 부수적인 다른 프로그램을load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명령어 는 이 있. Thread Method( ) init(), start(), stop(), run()
다 참고문헌. (1) 26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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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송부된 데이터 는 읽어들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메소드를'dis' . run()
사용하였다 이것은 를 작동시키는 명령인 것이다. Thread .

String msg= dis.readLine();
if(msg == null)

이것을 이번에는 을 발생시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놓DataOutputStream
고 여기에 저장하여 둔다.

DataOutputStream conten=new DataOutputStream(new FileOutputStream("fmsg.txt"));
conten.writeChars(msgg);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서버로부터 송부된 데이터를 크라

이언트가 받아 저장하는 방식중의 하나이다 아마도 더욱 다듬어진 방식도. (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개량하기 바란다. )

프로그램 은 크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전반부이다 여기서는 의도적으로<3> .
메소드를 지정하였다 왜냐하면 우선은 크라이언트의 화면을 만들고main() .

이를 실제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이다 이때에는 로칼 루프백 가. IP(127.0.0.0)
작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신상태가 아니고 정지되어 있는 화면만이 나타나.
게 된다 일시적으로 보류시킨 명령 로 지시되어 있는 곳 원래는 이었. ( '//' , ∼

음 등으로 표현된 것 은 다음에 이어진 프로그램 를 키인한 다음에는 전) <4>
부 원래의 것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이 실험에서는 한 컴퓨터내에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당연히 상대방의. IP

가 작동 되는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Address .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방대해 질 뿐이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다.

중간에 가 있는데 이것이 화면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이다 서버측의client() .
것과 다름이 없다 다만 에서 메소드를 발생시키고 있은. main() Client.start()
데 주의하기 바란다 사실은 여기 실험에서는 이를 서버측에서 지시하고 있.
다 프로그램 에서 이 크릭되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startBut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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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크라이언트 프로그램<3>

 import java.awt.*;
 import java.net.*;
 import java.io.*;
 import java.lang.*;
/****************************************/

프로그램을만든다/* clientThread . */
/****************************************/  
class clientThread extends Thread{
   static int MaxN=200;
   DataInputStream dis = null;
   Socket s = null;
   TextArea textScreen;
   TextField rrrField;
   TextField aaaField;
   TextField pageField;
   TextField datenField;
   TextField senderField;
   private static byte arry1[] = new byte[MaxN];
   private static byte arry2[] = new byte[150];   
 private static byte arry3[] = new byte[150];    
private static byte arry4[] = new byte[150];    
private static byte arry5[] = new byte[150];    
private static byte arry6[] = new byte[150];

   public clientThread()
  {
   try{
      //Internet Protocol address

은로칼루푸백용      //"127.0.0.1", IP.
는포트임      // 2525

   s= new Socket("127.0.0.1",2525);
로부터 할것으로받는다     //Socket read .

     dis=new DataInputStream(s.getInputStream());    .
      }
           catch (IOException e)
          {
            System.out.println("Error: " + e);
    }
 }

을사용하고자한다    //Frame .
 public class Client extends Frame{
   Button startButton;
   Button messageButton;

원래는 Client(){ // (String msg){
   super("CLIENT receiving FROM SERVER");
   setLayout (new BorderLayout ());
   Panel buttonPanel = new Panel ();
   buttonPanel.setLayout (new FlowLayout ());
   buttonPanel.add (startButton = new Button

접수처리                    (" "));
   buttonPanel.add (messageButton = new Button

회답발송                             (" "));

    
 Panel fieldPanel = new Panel ();      fieldPanel.setLayout

(new FlowLayout());      fieldPanel.add (new Label
("ISBN/ISSN"));      fieldPanel.add (rrrField = new TextField
                       ("",40));
     rrrField.setEditable(true);

서명 저자     fieldPanel.add (new Label (" // "));
     fieldPanel.add (aaaField = new TextField
                        ("",40));
     aaaField.setEditable(true);

발행 면수     fieldPanel.add (new Label (" : "));
     fieldPanel.add (pageField = new TextField
                         ("",40));
     pageField.setEditable(true);

발송날짜     fieldPanel.add (new Label (" "));
     fieldPanel.add (datenField = new TextField
                          ("",10));

발송처     fieldPanel.add (new Label (" URL"));
     fieldPanel.add (senderField = new TextField
                          ("",14));
     textScreen = new TextArea(5,5);
           add("North",buttonPanel);
           add("South",textScreen);
           add("Center",fieldPanel);
           reshape(402,0,400,400);
           show();

원래는           addMSG();                   // (msg);
           }  

원래는 속이 private void addMSG() // ()
{                                     (String msg)

원래는 임  String msgg;            // msgg =msg; .
  try{

로읽은데이터를일단저장함          //run() .
 DataOutputStream conten=new DataOutputStream
         (new FileOutputStream("fmsg.txt"));

원래는작동         //conten.writeChars(msgg);
원래는작동         // addMSGG();

         }catch(IOException e)
        { System.out.println("MISS :"+e);}
         }
       }

는 메소드로작동된다         //Thread start(),run() .
 public void run()
{

밑의 이외는 //while(true)// new Client();
전부보류 // {             //

 // try {
는서버에서보내온파일                    //dis

 // String msg= dis.readLine();
 // if(msg == null)
 // break;
     new Client();//msg);
 // }
catch(IOException e){System.out.println("Error: " + e);}
 //       }
 //     }
    }
이부분은임시고화면만출력하고자설정한 //
것임 후에는제거하여야함 // . .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
       new ClientThread().st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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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크기를 지시하는 명령으로서 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화reshape() .
면이 시작될 좌측 상단의 좌표와 그 좌표로부터 우측의 크기 그리고 그 크

기만큼의 우측의 점에서 아래쪽으로 크기를 정해주는 방식이다.16)

메소드는 써서 넣을 을 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텍addMSG() stream conten
스트 파일을 만들어 놓도록 하였다 이 텍스트 파일 에 서버로부터. (f msg.txt)
받아온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가 바. contnen.writeChars(msgg)
로 이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는 읽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메소. addMSGG()
드이다 그것은 프로그램 에 수록되어 있다. <4> .

여기서 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를 보msgg . run()
면 으로 가 설정되고 라는 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이고 있String msg dis stream
음을 볼 수 있다 는 앞서 할 수 있는 데이터로 에서 받을 수. dis read socket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서버에서 보낸 데이터를 에 읽. msg
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매개변수로 삼아 메소드에서. addMSG()

를 덧붙여 계승되도록 한 것이다 는 새로운 메소드에서(String msg) . msgg
적용시키고자 를 재정의 한 것이다 설명이 매우 구차하게 되었지만 프msg .
로그램 의 해당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3> .

다만 이들 데이터는 일련순으로 된 무작정 보내진 데이터이므로 이를 데이

터 요소별로 구분하여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작업은 프로그램 에서. <4>
이루어진다 이제 입력된 프로그램을 컴파일 하면 크라이언트의 화면이 나타.
난다 이것을 위하여 를 부가하였다 여기서는 를. main() . Clinet.Thread()

시킨 것이다start() .

16) 은 화면 상단의 가로 에서부터 세로는 임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가reshape(402,0) 402 '0'
로로 픽셀 만큼 옮겨서 이번에는 세로로 을 가게 한 다음 여기에 좌표를 설정한400 400
다.

즉 좌측상단은 가되며 우측의 하단(402,2)
은 이 된다 이와 같이 하여 화(400,400) .
면의 어느 곳에던지 화면을 열수 있다.
예를 들면 대화상자나 설명문의 창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옆의 도표는 모니터의 화면 전체 크기 중

에서 창으로 열긴 부분을 나타나고 있다.
필요하면 좌표를 변경하여 가운데로 이동

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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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이미 밝힌대로 한 컴퓨터 내에서 통신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다 그래서 가 두 개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main() .
이 합쳐진 다음에는 크라이언트의 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main() .
두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실행할 때에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각각 해당되는

가 있게 된다 이 실험을 통하여 입증된 사실 중 중요한 것은 통신에main() .
의한 프로그램이 인터네트 상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두 개 도서.
관간의 통신은 다수 도서관간의 통신으로 발전될 수 있다 조금은 복잡하고.
다 양한 기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은 얼마든지 가

능하다.

이제야 마지막 단계인 프로그램 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4> . (
개발은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고 조밀한 작업이다 다음에 제시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키인 하기 바란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한자라도 오자가 나와서는 안된.
다는 점이다 오자가 있으면 컴파일이 안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먼저 키인. .
한 후 설명을 듣거나 보아야 한다 키인 하는 동안 의문점이 발생하며 그 해.
답을 후에 듣게 되면 그만큼 이해와 기억이 잘 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는 에서 분기되어 따로 메소드를 갖도록 되어 있다<4> addMSG() .
그래서 로 이름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서버에서 보내온 데이터를addMSGG .
데이터요소별로 끊어 내고 이것을 해당된 필드로 나타내어 창 에서(window)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시되어 있다 인 를 인식하게 하. Escape Code ' t'＼
는 것이 첫 단계이다 데이터를 한자씩 읽기 위하여 문에서 첨자를 증. for 'i'
가시키면서 에다 저장하여 가면서 한편으로는 로 이 값을 저장하여p len2++
둔다 아래의 예문에서 스텝 가 그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음 메소드인. 1,2 .

로 넘어간다 이때 앞의 첫 번째 데이터의 길이와 두 번째 데이터reading2() .
의 길이를 계산한 값을 함께 가져간다 번 스텝 첫 번째 데이터의 길이 만.(4 )
큼 제외하여야만 두 번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를 사용한. skip()
다 번 스텝 배열을 발생시켜 에다 제외한 곳에서 붙어 의 길이만.(9 ) arry2 len2
큼 읽어서 이를 저장한다 번 스텝 이것을 이번에는 으로 바꾸어.(10 ) String

에서 나타낸다 번 스텝 이때 라는 명령을 사용하고aaaField .(11, 12 ) setText
있을 볼 것이다.17) 끝으로 다음 번 데이터를 읽기 위하여 세 번째 데이터의

17) 는 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필드에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사용된setText() java.awt
다 즉 스크린에 써 주는 것 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와 반대로 읽는 것은. (write) . getText()
가 사용된다 다만 데이터가 이어야 한다 그래서 를 직접 스크린에 쓰거나. String . Array
읽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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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데이터 길이를 합산.
하고 이를 다음 메소드로 넘긴다 번 스텝reading3() .(11 )

1: for (int i=0;i MaxN; ++){｜

2: p=illgi.read(); len2++; if(p==' t'{break;}＼

3: }

첫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길이4: reading2(len,len2); //len= ,len2=

5: private void reading2(int len, int len2){ .

6: int p,len4=0;

7: try{

8: DataInputStream illgi = new DataInputStream(new

FileInputStream("fmsg.txt"));

첫 번째 데이터 길이만큼 삭제//

9: illgi.skiByte(len);

두 번째 데이터만을 읽어 저장//

10: illgi.read(arry2,0,len2);

11: String some2 = new String(arry2);

12: aaaField.setText(some2);

첫 번째 길이 두 번째 길이 할 자리 합산// + skip .

13: int accum=len+len2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여 세 번째 데이터 등 계속되는 데이터를 일일

이 길이를 알아내어 이를 나타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지나치게 기초적인 방.
식이라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료구조방식으로 편성된. Vector,

등은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문장형식의 데이터를 식별하는List, Tokenizer
데는 사용할 수 없는 듯하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
도서관 데이터에도 이 방식이 사용될 수 있는지는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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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크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나머지 부분<4>

 
 private void addMSGG()
 {
     int p, int len=0;

에다임시보관 은길이계산용임           //p , len
를걸고계속하여메소드를이어간다           //try .

     try{
입력할 을만든다         // dataStream .

     DataInputStream illgi = new DataInputStream(new
         FileInputStream("fmsg.txt"));

첫번째데이터의길이를계산함          // .
     for (int i=0;i<MaxN; i++){
        p=illgi.read(); len++; if(p==' t'){break;}＼
     }

새로운메소드를지정하고 로함            // pointer=0 .
이어간다     reading(len); // .

     }
     catch(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Mss :"+e);}
     }

읽어표시한다 을계승한다            //ISBN . len .
 private void reading(int len){
           int p=0, int len2=0;
    try{
    DataInputStream illgi = new DataInputStream(new   
       FileInputStream("fmsg.txt'));

길이만큼만읽어 에 저장         // array  
    illgi.read(array1,0,len); String some = new String(arry1):

첫필드에표시한다         // .
   rrrField.setText(some);

다음데이터요소의길이계산         //
   for (int i=0;i<MsxN; i++){
  p=illgi.read(); len2++; if(p==’ t’){break;}＼
}

다음메소드 로 한다// Reading2 branch .
첫데이터 두번째데이터길이reading2(len,len2); //len= ,len2=

 }catch(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MISS :"+e);}
 }

저자명을표시한다            // .
 private void reading2(int len, int len2){
    int p,len4=0;
    try{
    DataInputStream illgi = new DataInputStream(new
          FileInputStream("fmsg.tst"));

첫번째데이터길이만큼삭제            //
          illgi.skipBytes(len);

두번째데이터만을읽어저장            //
          illgi.read(arry2,0,len2);
          String some2 = new String(arry2):

첫번째길이 두번째길이 할자리계산             // + skip .
          int accum=len+len2;

세번째데이터의길이계산             //
          for (int i=0;i<MaxN; I++){
          p=illgi.read(); len4++; if(p==' t'){break;}＼
          }
          reading3(accum,len4);
    }catch(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MISS :"+e);} 
  }
 
   
          

  
서지사항과 를표시한다   // page .

 private void reading3(int accum, int len4){
       int p,len6=0;
    try{
    DataInputStream illgi = new DataInputStream(new  
        FileInputStream("fmsg.txt"));
    illgi.skipBytes(accum);
       illgi.read(arry3,0,len4);
       String some3 = new String(arry3);
    pageField.setText(some3);
       int accum3=accum+len4;
     for (int i=0;i<MaxN; i++){
       p=illgi.read(); len6++, if(p==' t'{break;}＼
    }
    reading4(accum3,len6);
    }catch(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MISS :"+e);}
     }

날짜부분을표시한다               // .
부분   private void reading4(int accum3, int len6){ //dATE  

             int p, len8=0;
   try{
   DataInputStream illgi = new DataInputStream(new
         FieldInputStream("fmsg.txt"));
   illgi.skipBytes(accum3);
         illgi.read(arry4,0,len6);
         String some4 = new String(arry4):
   datenField.setText(some4);
         int accum5=accum3+len6;
   for (int i=0;i<MaxN; i++){
        p=illgi.read(); len8++; if(p==' t'){break;}＼
   }
        reading5(accum5,len8);
}catch(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MISS :"+e);}  
   }
  private void reading5(int accum5, int len8){
             int p, len10 =0;
  try{
  DataInputStream illgi = new DataInputStream(new    
        FileInputStream("fmsg.txt"));
 illgi.skipBytes(accum5);
        illgi.read(arry5,0,len8);
        String some5 = new String(arry5);
 senderField.setText(some5);
        int accum7=accum5+len8;
 for (int i=0;i<160; i++){
       p=illgi.read(); len10++; if(p==' t'){break;}＼
 }
 reading6(accum7,len10);
 }catch(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MISS :"+e);}   
 }
마지막으로 부분을표시한다 // TextArea .

 private void reading6(int accum7, int len10){
              int p, len12 =0;
     try{
 DataInputStream illgi = new DataInputStream(new
        FileInputStream("fmsg.txt"));
 illgi.skipBytes(accum7);
        illgi.read(arry6,0,len10);
        string some6 = new String(arry6):
 textScreen.setText(some6):
 }catch(IOException e){ System.out.println("MISS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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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편성5. IllSys2.java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설명되어왔던 프로그램 개로 분할하였음 을 하나로(4 )
재편성하여 완전한 실험을 시행한다 서버측의 데이터를 크라이언트로 발송.
하는 것이다 아직은 크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회답하는 프로그램은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 재언하거니와 이것은 많은 분량의 프로그램 스텝이 요구될 뿐.
논리상으로나 실행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도서관인.
스스로도 비록 세련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 .

재편성은 프로그램 을 제일 선두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때 보류되어 있<3> .
는 부분 로 표시되어 있음 을 전부 해제하고 표시만을 없앤다 단 설명문(// ) (// . ,
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 특히 스트링의 취급 상태를 잘 살펴 이를 복원) msg
하여야 한다 의 에서 이를 로 바꾸는 것. run() new Client() new Client(msg)
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msg . main()
는 완전히 삭제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를 뒤이어 붙인다 에서. <4> . (Editor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이동 복사할 수 있다copy )

프로그램 을 뒤이어 붙인다 이때에 문은 전부 삭제하여 버린다<1> . import .
이미 앞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 삭제한다 그 뒤에 바로 이어. main() .
서 프로그램 를 추가하여 수록한다 그러면 가 메소드를<2> . main() IllSys2()
생성시킬 수 있도록 명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전체 프로그램의 결합순서< 4>

이와 같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라는 이름으로 저장IllSys2.java
한다 기존에 있던 동일한 이름의 파일을 소거하여 버려도 된다 이를. . javac

로 컴파일 하면 아마도 몇군데 정도는 가 될 수 도 있을 것IllSys2.java Error
이다 논리상의 오류가 아니라 키인 하는데 오류가 있을 것이다 교정하여. .
완전히 컴파일을 하고 난후 이를 실행시키면 제일 처음에는 서버측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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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날 것이다.

각각의 필드에 해당된 데이터를 입력한다 특히 여기서는 이. ISBN primary
가 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번호나 다른 서지번호를 입력할 필드가 없다key .

만일 필요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다른 필드를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이(
다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란다. )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반드시 먼저 우선접속 버튼을 크릭하여야 한[ ]
다 이것을 크릭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는 프로그. .
램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까닭에 생겨나는 미

비점이다 앞으로 이러한 단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접속버튼이. ( )
크릭되면 서버와 크라이언트는 통신상태를 유지한다 인터네트를 하고. ( load
여기서 작동시킬때에는 상대방의 로 전송되며 그때에 크라이언트IP address
도 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다음발송 버튼을 크릭한다 그러면 아래의load ) [ ] .
도표와 같이 크라이언트의 화면이 서버의 화면옆에 나란히 나타날 것이다.

도표 서버와 크라이언트의 송수신 화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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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으로 서버측 화면을 크릭하여 활성화하고 메뉴줄에서 기능선택 을[ ]
크릭한다 그러면 메뉴 아이템으로 다시작성함 과 요구서보관 이 나타날 것. [ ] [ ]
이다 다시작성함 을 크릭하면 각필드에 수록되어 있던 데이터가 전부 소거. [ ]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요구서보관 은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크라이언트측의. [ ] .
접수처리 와 회답발송 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저장 프로그램을 별[ ] [ ] .
도로 작성하여야 하고 회답발송용 프로그램도 작성하여야 함으로 이 실험에

서는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차후에 얼마든지 개발가능 하.
다.

결 어6.

이 실험은 도서관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도서관에서 우리가 프로그램까지 개.
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인에게 의존되어 개발되는 프로그램 일변도인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과

중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대 도서관이 아닌 소규모 도서.
관에서는 이 경비의 문제로 인하여 전산화작업을 유보한다 결과적으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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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의지는 축소되거나 위축되기 쉽다 만일 비록 완제품은 아니라 하더라.
도 도서관인 스스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용한다면 그 탄력성과 창조성은

분명히 도서관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프로그램 개발언어의 난해성에도 있다 프로그램 언어의.
발전은 세부적인 전문영역이 확립되었으며 사용되는 용어나 기술에 있어서

도 고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난해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실제로 쉽.
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어렵게 표현하는 경향이 짙다 더구나 수학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인문계의 사고구조를 가진 도서관인에게는 당

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이번의 시도는 이와 같은 표현상의 난.
해성을 해소하는데도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언어는 앞으로 더욱 간편하고.
쉽게 되어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복잡한 기.
능이 펙케이지로 제공될 것이며 명령어는 점차 효율화되어 갈 것이다 따라.
서 도서관인도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 언어를 습득하기 쉽게 되어 갈 것이

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번의 실험은 단순히 통신을 이용한 도서관간의 상호대차를 증명하여 보

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데이터가 현재 시중에서 배포되고 있.
는 입문서에서 대상으로 삼는 것과 같은 단편적인 데이터가 아니며 처리방

식에 있어서도 나 등 자료구조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Vector Tokenizer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문헌정보학적인 차원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부언하여야 할 것은 에서는 기본적으로 를 지원하고Java UniCode
코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로 편성된KSC 5601 . Java

데이터는 코드 변경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
서관으로서는 앞으로 를 채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도UniCode .
서관과의 통신이 불가피하며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통신이 필수적이기 때문

이다 한편으로 코드의 실현은 부분적으로 실험도 되고 또한 변환. KSC 5601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다만 표준적이라 할만한 것이 아직 없을 뿐이다. .
이에 대한 자료는 참고문헌 을 참고 본 실험에서는 이 문제도 당분간 보( (7) )
류하여 두었다 앞으로 도서관측에서 요구하여 표준적인 코드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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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수록된 프로그램은 불행히도 상호대차용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두 도서관의 와 번호를 서로 알아야 하며 이에 따라. IP Address port
양자를 구별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재 조치되어야 한다load .
또한 쌍방통신이 되기 위하여서는 크라이언트가 서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발송된 회답용 데이터도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점검하는 프로그

램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출발선이 바로 본 실.
험으로 통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출발선에 보다 많은 도서관인.
이 전진의 자세로 서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격변하는 이 시대에 살아 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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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 言

본고의 연구 대상인 은 을 통하여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光國志慶錄 書名『 』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해결되자 이를 경축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편찬된 귀중한 서책이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개인저술이 아니라 에서 구체. 王室

적인 편찬의도를 갖고 펴낸 서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은 의 에 대한 것이었다 건국.朝鮮王朝 宗系

초기부터 의 에 의 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발견하여 누차 시정을明 史書 太祖 先系

요구하였으나 중국 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여년이 지난 에 이200 宣祖代

르러서야 이 숙원이 해결되었다 이 때 조선에서는 이를 국가적 경사로 생각하.
여 에 하고 이를 담당한 사신을 크게 치하하는 등 환영행사를 치렀는데, ,宗廟 告

이 행사의 일환으로 조정의 대신들이 이 사건을 대상으로 시를 지었다 그리고.
이 시들이 모여져서 뒤에 으로 편찬간행하게 된 것이다.光國志慶錄『 』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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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서책은 에는 간행되지 못하였다 여년이 지난 에, . 100宣祖代 肅宗代

이르러서야 비로소 으로 간행되었으며 에 이르러 되었고 다시木板本 英祖代 重刊

으로 인쇄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편찬과정을 고찰해.活字本

볼 때 이 서책은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편찬배.
경과 간행경위를 세밀히 살핀 다음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여 이, 光國志慶錄『 』

갖고 있는 면모와 의의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書誌學的 書史的

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검토한 업적은 없光國志慶錄『 』

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선정한 것은 의. (英祖代 重刊 木板本 樂隱

이다 한 탓으로 은 아직 입수하) .姜銓森先生 所藏本 寡聞 活字本 光國志慶錄『 』

지 못하여 본고에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가 입수되면 하려고 한다. .資料 後日 補完

2. 編纂 背景

고려말 와 적대적 관계에 있던 와 등이 에 들(1335 1408)李成桂 尹彛 李初 明∼

어가 일파가 을 공격할 것이라고 무고한 사실이 있었다 이 때 이들은.李成桂 明

이성계가 의 권신이었던 의 자손이라고 하여 이를 믿은( ? 1388)麗末 李仁任 ∼

명나라 측이 에 그대로 기록하게 되었다 은 당시 의.大明會典 李仁任 親元派『 』

핵심으로 뒤에 이성계에 의해 제거당한 인물이었던 까닭에 그의 자손으로 취급

되는 것은 조선왕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선 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었다 이 문제는3 (1394, ) .太祖 年 甲戌

즉각 심각한 외교적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나 명나라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조선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합법성 전체를 위태롭.
게 하는 첨예한 문제였다 에서는 즉각 의 사신인 가 귀국하는 편. 朝鮮 明 黃永奇

에 을 지어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효과가 없었다.辨明奏文「 」 1) 이후로 21宣祖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수많은 사신과 외교문서들을(1588, )年 戊子

보냈으나2)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도와 도덕성을 중시.
하던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직계 의 가 잘못 기록되어 전해 온다는 것은先祖 系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숙원사업이었다 따라서 기, .
회가 있을 때마다 명나라에 시정요구를 전달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채 여, 200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다.

1) 3 (1394, ) 6太祖實錄 太祖 年 甲戌 月條『 』

.甲申 黃永奇等還 上撰奏本 一道就附以進送「 」

2) 3 (1403, ) 11太宗實錄 太宗 年 癸未 月條『 』

.遣司平左使李彬 驪原君閔無恤 如京師謝恩兼 進宗系辨誣奏本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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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정이 계속되다가 에도 를14 (1581, ) (1526 1582)宣祖 年 辛巳 金繼煇 宗∼

의 로 보냈으며 드디어 년 뒤 이 수정된, 3 (1532 1607)系辨誣 奏請使 黃廷彧 大∼ 『

의 조선관계 기록의 등본을 가져옴으로써 조선측의 집요한 노력이 성공明會典』

하게 되었다.3)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선에서는 다시 에21 (1588, )宣祖 年 戊子 兪泓

을 보내어 의 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 책임자(1524 1594) .大明會典 頒賜 明∼ 『 』

들은 가 미처 열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달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天子 兪泓

간곡하게 부탁함으로써 를 감동시켜 마침내禮部尙書 沈鯉 重修本 大明會典『 』

중 한 질을 받아오게 되었다.4) 사신일행이 돌아오자 는 친히 영접하여 국가宣祖

적 경사를 축하했으며 직접 에 를 지냈다.宗廟 告諭祭 5) 그리고 년 뒤1 尹根壽

가 전질을 가져옴으로써 의 문제가 완전히 해(1537 1616) 大明會典 宗系辨誣∼ 『 』

결되었다 위의 명의 사신행차 중 의 임무수행이 가장 극적이었으며 또한. 3 兪泓

의 편찬을 가능케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은 돌아오는 길에.光國志慶錄 兪泓『 』

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의 책임자였던 이 를 지어 을,山海關 主事 馬維銘 詩 兪泓

전송하였으며 이에 도 를 지었다 이 지은 시는, 2 .兪泓 和答詩 首 馬維銘 五言律詩

였으며 의 등을 로 사용했다' ' .康韻 誠營鶯明 韻字․ ․ ․
왕조의 을 밝힌 국가적 경사였던 사건을 기념하고자 는 문장력 있는嫡統 宣祖

신하들에게 위의 를 사용하여 를 짓도록 했으며 자신도 손수 를1韻字 和韻詩 首

지었다 가 시를 지으면서 첨부한 에 그 동안의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宣祖 小序

봄에 이 돌아오는 도중 에 이르렀는데(1588, 21)萬曆 戊子 宣祖 謝恩使 兪泓 山海關

이 를 지어 을 전송하자 도 드디어 로 하였다2 .主事 馬惟銘 詩 兪泓 兪泓 首 和答

은 이번 행차에 만리길의 어려움에도 한마음을 다하여 손수 을 받들고兪泓 綸音

친히 을 떠받들어 옴으로써 금수의 땅을 변하게 하여 예의의 나라로 만들었도寶典

다 이는 우리 동방이 다시 의 땅이 되어 회복하는 날인 것이다 그 가 후대. .箕子 詩

에 없어지는 것을 과인이 애석히 여겨 이에 글짓는 신하들로 하여금 하여 짓도次韻

록 한대 도리어 과인에게 을 돌리니 이는 그 뜻을 잃은 것이므로 내 또한 말하,功

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는 뜻을 말하는 것이니 다른 것을 계산할 것이 없으며 문. 詩

자로써 뜻을 해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6)

3) 17 (1584, ) 11宣祖實錄 宣祖 年 甲申 月條『 』

宗系及惡名辨誣 奏請使黃廷彧 書狀官韓應寅等 奉勅而還 皇帝錄示會典中改正全文 上迎「

.于慕華館 告 宗廟受賀 」

4) 21 (1588, )5宣祖實錄 宣祖 年 戊子 月條『 』

.上以皇朝會典將成 命泓力請賚來 泓前進禮部 呈文陳乞 禮部以爲未經御覽 難於先進 泓「

率一行人 泣血 請之 尙書沈鯉感其誠 卽其題本 奏請順付 蒙天子準可 特賜本國付卷 又降勅

.書 」
5) .上揭書

.上以宗系改正 莫大之慶 親行告祭于宗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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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 명을 받들어 를 지은 인물들은 모두 당대의 명 문장가로宣祖 應製詩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순번 성 명 生卒年代 職 位 作 品 數 備 考

1    兪 泓 1524 1594∼   知中樞府事 2  
2 盧 守 愼 1515 1590∼   領議政 2  
3 鄭 惟 吉 1515 1588∼   左議政 2  
4 李 山 海 1538 1609∼   大提學 2  
5 洪 聖 民 1536 1594∼   戶曹判書 2  
6 李 陽 元 1533 1592∼   兵曹判書 2  
7 尹 卓 然 1538 1594∼   刑曹判書 2  
8 尹 根 壽 1537 1616∼   工曹判書 2  
9 尹 毅 中 1524 ?∼   知中樞府事 2  
10 任 國 老 1537 1604∼   大司憲 2  
11     李 增 1525 1600∼   禮曹參判 2  
12    鄭 塚 1526 1605∼   同知中樞府事 2 詩 幷後序

13 丁 胤 福 1544 1592∼   都承旨 2  
14 金 應 南 1546 1598∼   大司成 2  
15 金 誠 中 ? ?∼   左承旨 2  
16 朴 崇 元 1532 1592∼   右承旨 2  
17     李 輅 1536 1614∼   左副承旨 2  
18 李 純 仁 1543 1592∼   同副承旨 2  
19     權 擊 ? ?∼   副護軍 2  

6) 光國志慶錄 宣廟御製 幷小序『 』

.萬曆戊子春 謝恩使兪泓回到山海關 主事馬維銘贈送以詩 兪泓遂和二首 夫兪泓之是行也「

艱關萬里 盡一心 手奉綸音 親擎寶典 變禽獸之域 爲禮義之邦 是吾東方 再造箕疇復敍之日

. .也 可使其詩泯滅 於後 予爲是惜 爰命詞臣 詞臣反歸功於予 失其旨也 予亦不可無言 夫詩

.以言志 他不足計 不以辭害 意可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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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尹 國 馨 1543 1611∼   副護軍 2  
21 尹 暹 1561 1592∼   宗簿寺僉正 2  
22 李 德 馨 1561 1613∼   弘文館校理 2  
23 李 恒 福 1556 1618∼   弘文館校理 2  
24 李 廷 立 1556 1595∼   吏曹正郞 2 詩 幷序

25 洪 履 祥 1549 1615∼   吏曹正郞 2  
26 李 增 ? ?∼   弘文館修撰 2  
27 朴 弘 老 1552 1624∼   弘文館修撰 2  
28 李 好 閔 1553 1634∼   藝文館奉敎 2  
29 韓 浚 謙 1557 1627∼   藝文館奉敎 2  
30 朴 而 章 1540 1622∼   藝文館待敎 2  
31 尹 泂 1594 1614∼   承政院注書 2  
32 鄭 基 遠 1559 1597∼   承政院注書 2  
33 李 尙 弘 ? ?∼   弘文館正字 2  
34 黃 廷 彧 1532 1607∼   同知中樞府事 2 追和 幷後序

물론 여기서 의 도 포함되어야 하니 의 에 한 작1宣祖 自作詩 首 馬維銘 詩 和韻

자가 명이고 작품은 총 가 되는 셈이다35 69 .首 7) 그런데 사실은 당시의 이었權臣

던 과 의 도 있었으나 이들은 각각(1530 1589) (1562 1623)白惟讓 朴承宗 詩 鄭∼ ∼

의 모반과 의 몰락에 연루되어 죄인으로 낙인찍혔으므로汝立 光海君 光國志慶『

을 간행할 때 이들의 는 되었다.錄 詩 刪去』 8) 따라서 이들의 시까지 포함하면 도
합 명 가 된다 이 들은 에 빛을 더하게 되었던 것이다37 73 . .首 詩 漢詩史上

의 부터 여러 신하들의 작품은 한 권의 으로 만들어진 것으로宣祖 和韻詩 卷軸

보아지며 가 을 썼다 그리고 여러 관청에서 이를 필사하(1538 1609) .李山海 跋文∼

여 보관하고 감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9)

7) 을 에 간행하면서 의 자작시 가 첨부되었으며 가1 ,光國志慶錄 肅宗代 英祖 首 英祖 重刊『 』

하면서 자작시 를 덧붙여 놓았다1 .首

8) ,李 撰 光國志慶錄 跋『 』畬
.卷中 初有亂臣白惟讓朴承宗所作 上從筵臣言 命去之「 」

9) , ,李山海 撰 御製詩軸 跋

.盍粧一軸 揭諸院壁 使群僚瞻仰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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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刊行 經緯

의 및1) 初刊本 刊行經緯 動機

위의 은 제법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나詩軸 10) 을 거치며 점차 흩어지壬丙兩亂

고 되어 갔다 그러던 중 년 인. 27 (1701, ) (1669泯滅 肅宗 辛巳 宗親 靈原正 李櫶 ∼

이 이를 발견하여 에게 진상함으로써 간행의 동기를 마련했다1730) .肅宗 初刊本

의 간행경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몇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영원정 이.
헌이 발견했던 것은 와 신하들의 를 모아놓은 이었으며 이를 이,宣祖 詩 寫本 肅宗

하여 하게 하였고 이 직접 이라 하였다 그 후, .刊印 傳布 肅宗 光國志慶錄 命名『 』

은 의 에 하여 를 짓고 덧붙여 그 동안의 사정을 간략하게1 ,肅宗 馬維銘 詩 次韻 首

기록한 를 지었다 그리고 이 지은 와 를 포함시켜 간행토록 하였.小序 肅宗 詩 序

다.11)
에 의하면 이 책을 간행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跋文 兪泓

의 충성심과 선대 군주들의 효성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봄으로써 신하와 백성들

에게 의 을 흥기시키도록 하고자 함이었다.忠孝 良心 12)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때는 이, 名分義理論

크게 성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라 측이 베푼 호의를 돌이켜 봄으로써 의리明

를 강조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진왜란때 원병을 보낸 사실과 를 바. 宗系

로 잡아준 사건이 으로 이용하기에 가장 적절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大義名分

이 간행된 년은 남인정권이 들어섰던 뒤에1701 (1689)光國志慶錄 己巳換局『 』

년 가 일어나 중전이었던 이 다시 으로 강등되고1694 甲戌獄事 張禧嬪 禧嬪 仁顯王

가 되는 등 역사적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던 때였다 그 결과 등. ,后 復位 老論 小論

의 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므로 을 추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西人 大義名分

었다 이 일파는 부터 을 도모하였던 이하 여러. (1607 1689)孝宗代 北伐 宋時烈 ∼

유신들이 를 주장하였고 이 명분론에는 근본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기,春秋大義

때문에 의 사상이 나라 전체에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尊明蔑淸

힘입어 이 간행된 것은 이 서책의 내용이나 편찬과정으로 보아光國志慶錄『 』

10) 예를 들면 의 경우 이 을 필사한 뒤에 자작시를 덧붙여 놓았다.黃廷彧 詩軸

.乃敢謄書 聖製及諸詩於別冊 以爲私之至寶 而傳諸不朽焉「 」

11) dszxxx 27 (1701, ) 2肅宗實錄 肅宗 年 辛巳 月 癸酉條『 』

宗臣靈原正櫶上疏進 宣廟朝辨宗系 時和馬維銘詩 御製及諸臣 和寫本 上答以予當量處 其「

.後詢于大 臣 刊印傳布 名曰光國志慶錄 是後 上次維銘詩 製小序 親書下之 令入刊 序曰璿

.系歸正 慶溢宗枋 奎章昭回 聖德愈謙 每一伏覩 未嘗不莊誦欽歎也 今者宗臣靈原正櫶 以聖

.製及諸詩合爲一部 具疏莊進 披閱再三激切于中 謹以其韻吟成一首 少伸贊揚之 詩曰 雪盡

jj8.vxcccfv .明 」
12) ,李 撰 光國志慶錄 跋『 』畬

.使子孫臣庶 感歎興起 以發其忠孝之良心 而自不能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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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절한 일이었던 것이다 의 에 이와 같은 인식이 잘 나타나있다. .李 跋文

이제 가 바뀌고 이 욕되었도다 의 과 을 다시 볼 수 없으며 오직.天地 衣冠 中朝 禮樂 文物

사신이 도중에 시를 주고 받은 이것만이 겨우 남아 있는데 임금께서 드러내어 나타냄에 힘

입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게 되었으니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들이 크게 탄식하고 눈

물흘림이 있지 않겠는가?13)

의 편찬을 맡아서 주관한 인물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光國志慶錄『 』

서 은 어느 개인이 편찬한 것이 아니고 의 책임부서였던光國志慶錄 典籍編纂『 』

에서 담당하여 편찬 간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校書館

의2) 重刊本 刊行經緯

는 의 군주로서 스스로 서적을 찬술간행하고 그것을 널리 반포시킨英祖 好學 ․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는 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英祖 光國志慶錄『 』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록에 의하면 가 직접 판본의 소재를 물었으나 당. 英祖

시 에 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는 이 서책이야말로 우리나. '芸閣 英祖

라를 빛나게 한 라고 말하면서 을 제작토록 명하고' ( ) ,冊子 我東爲有光冊子 板本

스스로 의 예처럼 와 를 지은 뒤 이를 간행토록 하였다 이것이1 .肅宗 詩 首 小序

년 에 있었던 일이다1744 ( 20, ) 2 11 .英祖 甲子 月 日 14)

13) .上揭書

今天地易矣 衣冠辱矣 中朝之禮樂文物 不可復見 而獨此使价 道送酬唱之什 存 賴聖上闡「

.揚 得不泯於東表 志士仁人 其有不太息流涕於斯者乎 」

14) 20 (1744, ) 2英祖實錄 英祖 年 甲子 月 乙未條『 』

.命校書館重刊光國志慶錄 藏其板本于春秋館 初宗系受誣 久未辨正 及至宣廟戊子 謝恩使「

.兪泓得皇旨 齎續纂會典以來 而始得快覩璿系之正 泓之還也 山海館主事馬維銘贈以詩 泓和

之 旣復命 奏其詩 遂 命一時詞臣 次韻以歌詠之 仍下御製一首與小序 示群下在 宣廟御製中

.肅廟辛巳 命書局刊布以廣其傳 名之曰光國志慶錄 又用其韻 御製一詩幷小序以下之 至是上

.下詢板本所在 而不得之 敎曰光國志慶錄 固於我東爲有光冊子 而芸閣無板本可乎 仍有是命

又用其韻 書下一詩幷小序刊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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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를 보면 9 ( 20,1744) 3尹東衡 內賜本 光國志慶錄 內賜記 乾隆 年 英祖 月 初『 』

에 당시 이었던 에게 내사한다고 명기되어 있다6 .日 副護軍 尹東衡 15)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서 진행하는 서적의 간행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校書館

점과 많은 신하들에게 하였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월. 2內賜

일에 하명을 받고 곧바로 작업하여 월 일에 가 되었음을 감안한다면11 3 6 20內賜

여일 만에 간행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및4. 構成內容 板式

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초간본인 경우 에 가 지은光國志慶錄 冒頭 宣祖 小『 』

와 가 실려 있고 다음에는 이 지은 와 가 로 기록되어 있으,序 詩 肅宗 小序 詩 御筆

며 라고 밝혀져 있으므로 이 때가 년 임을' ' 1701 ( 27)辛巳年 春二月 己 卯題 肅宗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은 때 되었기 때문에 초간본에는. ,重刊本 英祖 刊行 肅

의 이라는 표시였던 이라 되어있던 가 로宗 御筆 當 御製御筆 小題 肅廟 御製御筆

바뀌고 그 뒤로 이어 의 와 가 로 표시 되어 있다 다.英祖 小序 詩 當宁 御 製御筆

음에 의 가 나오고 앞의 도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1524 1594)馬維銘 原詩 兪泓 ∼

하 까지 신하들의 가 인쇄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뒤를 이어 국가적 경.李尙弘 詩

사를 기념하기 위해 가 대대적으로 을 내리는 어명인 와宣祖 赦免 頒赦時傳敎「 」

가 첨부되어 있다 다음에는 가 지어 올린 즉. ,頒赦傳敎 李山海 謝恩表 明「 」 「 」

의 배려에 감사를 표시하는 외교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그 뒤에는 특이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라는 문건이다, .太學儒生獻軸「 」

이것은 가 에 가 바로 잡혔음을 고하고 에5 7 , 19宣祖 戊子年 月 日 宗廟 宗系 日 文

에 를 지냈을 때 의 들이 지은 것으로서 간략한 해설인 과 4廟 告祭 成均館 儒生 引

의 가 실려 있다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지은 의58 . (1532 1607) 3言 句 詞 黃廷彧 首∼

와 가 추가로 첨부되어 있으며 의 이, (1538 1609)詩 後序 李山海 御製詩軸跋∼ 「 」

수록되어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 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주변상황. .李 跋文

을 고려해 볼 때 의 와 의 그리고 만으로 구,宣祖 御製詩 諸臣 詩 御製詩軸跋「 」

성되어 있던 의 원본을 바탕으로 간행하는 과정에서, ,詩軸 頒赦時傳敎 頒「 」 「

의 등도 아울러 첨부하, , ,赦敎文 謝恩表 太學儒生獻軸 黃廷彧 追和詩」 「 」 「 」

여 지금과 같은 형태의 서책으로 형성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 면에서 과 을 비교해 보면 와形態書誌學的 初刊內賜本 重刊內賜本 表紙

의 재료가 다르며 에 있어 에서는 의 이 들어감으로本文 張數 重刊本 英祖 御製御筆

써 장이 더 늘어난 사실 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을 중심으로1 . 初刊本

15) ( )光國志慶錄 樂隱 藏本『 』

: .內賜記 乾隆九年三月初六日 內賜行副護軍尹東衡 光國志慶錄 一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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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書誌 記述

. 29 (1703, ) .光國志慶錄 肅宗 年 癸未 木板本

1 (40 ). 34×21.6cm冊 張

4 , : 23.9×18cm周雙邊 半匡

. 7 16有界 行 字

:版心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初 刊 本 重 刊 本 備 考

冊 數

張 數

內賜印記

邊 欄

半 匡

界 線

行 字 數

魚 尾

表 題

表 紙

1冊
40 ( 35 + 5 )張 本文 張 跋 張

宣賜之寶

四周雙邊

23.9 × 18㎝ ㎝

有界

7 16行 字

內向二葉花紋魚尾

( )印刷 題簽

無紋壯紙

左同

41 ( 36 + 5 )張 本文 張 跋 張

左同

左同

24 × 18.5㎝ ㎝

左同

左同

左同

墨書題

菱花紋壯紙

에重刊本 英祖

의 이1詩序 張

추가됨

 
  

과5. 活字本 續光國志慶錄『 』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된 은 으光國志慶錄 木板本『 』

로 간행된 서책이다 는 다시 뒤인 년 에. 22 1766 ( 42, )英祖 年 英祖 丙戌 光國志『

을 활자로 인쇄하도록 명하고 이를 하게 했다 이 은 아직 확.慶錄 頒賜 活字本』

인 조사하지 못했으나 으로 하여금 를 짓게 하고 여러 과 를大提學 序 宗親 臣下

하도록 했다는 사실로 보아 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列書 木板本

그리고 년 에 이 되기도 하였는데1771 ( 47, ) ,英祖 乙丑 續光國志慶錄 刊行 頒賜『 』

이는 의 를 본받아 제작된 것이지만 그 내용과 편찬 배경이 전光國志慶錄 例『 』

혀 다른 성격의 서책이므로 본고에서는 로 한다.論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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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結論

본고는 학계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못한 의 편찬배경과 간행경光國志慶錄『 』

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필하였다 본론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맺.
어보면 다음과 같다.

에 이 을 받아 가지고 돌1) 1558( 21, ) (1524 1594)宣祖 戊子 兪泓 大明會典∼ 『 』

아오는 길에 의 이 를 지어 주었으므로 이 이山海關 主事馬維銘 餞送詩 兪泓

에 화답하는 시를 지었는데 가 이것을 빌미로 을 기념하기, 宣祖 宗系辨正

위해 자신이 직접 지은 를 포함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를 지으라고 명詩 詩

하고 이를 한권의 으로 만들어 놓게 하였다.詩軸

여년이 지난 에 이르러 과 를 주장하던 세력이 득세함에2) 140 肅宗代 名分 義理

힘입어 년 에 위의 을 으로 간행하면서1701 ( 27, )肅宗 辛巳 詩軸 木板本 光『

이라고 하였다 이 때 위의 을 중심으로.國志慶錄 命名 詩軸 頒赦時傳』 「

등의 문건을 첨부하여, , ,敎 頒赦敎文 謝恩表 太學儒 生獻軸」 「 」 「 」 「 」

서책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 후로 학술과 서적에 관심이 많았던 가 이 서책을 다시 년3) 1744 (英祖 英祖

에 하였다 는 특히 이 책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있어20, ) .甲子 重刊 英祖

서 이처럼 소중한 서책의 판본을 보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春秋

에 판본의 제작과 보관을 명하였다.閣

는 다시 년 에 으로도 하였으며 이어서4) 1766 ( 42, ) ,英祖 英祖 丙戌 活字本 刊行

을 본떠서 을 간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光國志慶 錄 續光國志慶錄『 』 『 』

다.

은 내용도 특이하지만 의 명에 의하여 편찬 간행되었다5) 光國志慶錄 君王『 』

는 특징이 있다 그것도 과 의 두 임금이 서책의 간행을 직접 지. 肅宗 英祖

시함으로써 도서 간행의 중요성이 하게 되었다 은 왕실의 정.倍加 宗系辨正

통에 관한 도덕성 문제를 해결한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와. 宣祖 肅

가 를 지어 환영하고 오래 기념하기 위해 과 서책으로 만들,宗 英祖 詩 詩軸

어 놓았으니 이로 미루어 보아도 의 가치와 간행반포의 의, 光國志慶錄『 』

의가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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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의 들에 대한 논의는光國志慶錄 後續 刊行物 後日『 』

가 모아 지는 대로 다시 로 미루기로 한다.資料 別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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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odern school library
movement in Korea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1970s. The writer
keeps an eye on the changes of driving forces of the movement.

들어가며1.

년대에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성장을 지속하던 한국의 학교도서관 운동1950
은 년대의 전성기를 지나 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의 변1960 1970
화 조짐을 보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운동의 전반적 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지역의 운동 양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미 학교도

서관 운동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

*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Lecturer, Dep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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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시도별로 운동이 활발한 지역과 침체되는 지역의 위치가 바뀌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각 지역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운동 세력의 변.
화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전체 학교도서관 운동이 내면적으로 새로운

전개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급속하게 확대 성장한 학교도서관 운동이 여러 가지 내외적 조건의

제약 속에서 단절되고 굴절되는 현상을 노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형 변화는 전반적인 학교도서관 운동의 퇴조를 예고하는 하나의 전조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도서관 운동과 같은 자생적 현장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는 변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국면의 요인은 운동 전선 내부의 세력 변화와 운동을 둘러싸

고 있는 외부의 다양한 구조적 제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측면의.
요인들에 대한 정밀한 규명을 통해서만이 학교도서관 운동이 침체하고 쇠퇴

하게 되는 지형이 충실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 연구에서.
는 운동의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개관하고 그것을 초래하는 운동 지형 내

부의 설명 요인에 대해서만 검토하려고 한다.1) 운동의 지형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한 경향으로서 지역별 운동 기류의 변화 양상을 소개하고 그 내재적 설

명 요인으로서 제도가 아닌 인물 주도 운동의 한계와 활동가들의 역할 변화

에 따른 중심 세력의 쇠퇴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 자료와 그

들의 글을 묶어 펴낸 개인사 자료를 참고하고 다양한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이 시기 운동 지형 변화의 미세한 경향과 내적 구조를 포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운동 지형의 변화 양상과 그 배경2.

년대까지는 그 강도와 속도에 있어 지역적 편차를 보이긴 해도 운동이1960
전반적인 상승 국면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이 년. 1970
대에 들어서는 변하기 시작한다 몇 몇 시도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전에 비해 더욱 발전적인 경향을 나타내는데 반해 선두적인 활동을 보

1) 학교도서관 운동의 쇠퇴와 관련하여 교육 왜곡 문제와 같은 운동 외재적 설명 요인에 대

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이 연구에서는 내재적 설명 요인에 대해서만

고찰한다 이 연구와 짝을 이루어 외재적 설명 요인을 다루는 논문으로 학교도서관 운. 『

동의 쇠퇴와 그 외재적 설명 요인의 심층 구조 라는 연구를 구상하고 있으며 그 내용,』

으로 교육왜곡의 표면구조 학교도서관 기능의 왜소화와 변질 교육 이념에 반영된' ', ' ', '
국가 권력 음모와 학교도서관 운동 이념의 모순 구조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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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몇 몇 시도는 조금씩 정체하고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말하자.
면 년대까지는 전반적 상승기류 속에서 시도별 편차를 나타냈다고 한다1960
면 년대에는 전반적 하강기류 속에서 시도별 편차를 보이는 것이 운동1970
의 전반적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년대 들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 충남 부산 경북1970 , , , ,
제주 등이며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역은 경남 전남 등으로 나타난다, .
이러한 양상은 표 과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대 말과 년< 1> < 2> 1960 1970
대 초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과 장서 현황 변화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표 시도별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 1> , 1967-19712)

시도별

구분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1967 2,966 95 103 332 202 80 200 405 937 129 446 27
1968 3,324 88 103 379 212 95 219 658 874 165 494 34
1970 2,260 120 134 188 131 105 219 313 601 65 359 25
1971 2,785 211 182 285 136 84 317 521 548 82 379 40
년간5
증가수

-171 116 79 -47 -66 4 117 116 -389 -47 -67 13

표 시도별 학교도서관 장서 현황< 2> , 1968/19713)

시도별

구분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장

서

수

1968 7,113,333 341,058 297,907 1,095,940 412,754 186,284 459,935 1,177,991 2,095,188 226,622 752,454 67,200
1971 7,698,122 778,758 1,112,335 786,174 335,747 270,400 635,617 1,303,357 1,357,671 204,113 838,470 75,480
증가수 584,789 437,700 814,428 -309,766 -77,007 84,116 175,682 125,366 -737,517 -22,509 86,016 8,280

학생

인당1
책수

권( )

1968 1.41 1.5 0.8 1.6 1.4 1.6 0.7 1.2 2.8 1.1 1.2 0.8
1971 1.0 0.7 2.5 1.0 0.7 0.7 0.9 1.2 1.7 0.3 0.8 0.8
증가 -0.41 -0.8 1.7 -0.6 -0.7 -0.9 0.2 0 -1.1 -0.8 -0.4   0

2) 조재후 년도 학교도서관계 도협월보 권 호 쪽 권양원, 1968 , 10 1 (1969. 1·2), 28-32 ; ,「 」 ≪ ≫

학교도서관 의 오늘과 내일 년도의 회고와 전망 도협월보 권 호-1971 - , 12 12 (1971.「 」 ≪ ≫

쪽12), 11-15 .
3) 자료는 표 과 같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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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년대 초입에 들어 가장 두드러진< 1> < 2> 1970
현상은 경남의 학교도서관 수와 장서 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부산의 경우

는 두 가지 모두 크게 신장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서울 충북 충남 경북. , , ,
등에서는 장서가 크게 늘었는데 학생 인당 책 수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크1
게 신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학교 수와 학.
생 수의 증가 요인이 장서 증가 요인을 앞질렀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

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 운동이 가장 왕성했던 년대 말. 1960
이후 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서관 수와 장서 수에서는5
큰 발전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면 이 시.
기 학교 도서관 운동은 전반적으로 외형은 현상 유지 혹은 발전 양상을 보

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퇴보하고 있으며 운동 세력의 내부 구조도 조금

씩 이완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기류가 상승하는 지방과 현저하게 침체하는 지방의 변화 양상을 구

체적인 활동 사항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서울시의 운동 변화와 그 배경1)

년대 서울 지역의 학교도서관 운동에 있어 괄목할 만한 한 가지 성과1970
는 공립 중학교 개교에 사서교사 정원을 배정키로 한 조치이다 년56 . 1972 5
월 일 부로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서울시내의 공립 중학교 중에서 건평8 20
평 이상의 독립도서관으로서 장서 천 권 이상을 소장한 학교에 교장의 요2
구가 있을 때 사서교사 정원을 배정하기로 한다.4) 이 조치에 따라 일반 교사
로서 사서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을 소

지한 사람으로서 사서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배정을 요청한 개교에 배20
정하게 된다 이 조치를 두고 당시 도서관계에서는 한 가지 숙원이 이루어지.
게 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밖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자극하기

위하여 년도에 창신초등 창덕여중 경동고 등을 학교도서관 연구학교로1974 , ,
지정한다.5) 또한 교육행정 당국의 활동과는 별도로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학

교도서관부회의 서울시 사서교사연구회에서는 여러 차례 자체 연구 발표회

4) 뉴우스 서울 공립중학교에 사서교사 정원 배정 도협월보 권 호- , 13 6 (1972. 6), 32「 」 ≪ ≫

쪽.
5) 뉴우스 경동고 창덕여중 서울시 도서관 연구학교로 지정 도협월보 권 호- , , 15 5「 」 ≪ ≫

쪽(1974. 5),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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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최하여 서울 지역 학교도서관 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연구발.
표회의 일시와 장소 발표주제와 발표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배재고등학교 도서관 학교도서관 직원에 대한 연구 이홍영 덕수-1976. 12. 4 / / (
상고 사서 교사)

공항중학교 도서관 교과별 기본자료 목록 설정활용을 통한 고등-1977. 6. 8 / / ․
학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이두형 경동고교 사서교사( )

경동고등학교 도서관 독서 현장 교육의 실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1978. 6. 8 / / -
로 김승환 동성고 사서교사 사서교사 생활 개년을 회고하면서 박용두 성동고-( ), 3 (
사서교사)

배재고등학교 도서관 근대화된 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 소-1979. 4. 17 / / (
시중 배재고 사서교사 독서지도의 실제 이정은 진명여고 사서교사), ( )

이 연구발표회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장학사를 비롯하여 서울시내 중고등

학교 교장과 사서교사들이 참석하기도 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활동은 교육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가령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이 시발되고 형성.
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는 이창갑 선생이 년에 서울시1978
교육감으로 부임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에 비중을 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7) 그는 학교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년 서울시1978
교육위원회 예산 중에서 억 원을 학교도서관에 배당하여 서울시내 각 공립1
학교에 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특별 배정하고 도서구입 결과를 보고하도200
록 지시하기도 한다.8)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는 그 지역적 위치에 걸맞은 학교도서관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년대와 년대의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서울 지. 1950 1960
역이 주도적인 위치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이것은 분명 학교도

6) 뉴우스 서울시 사서교사 연구발표회 개최 도협월보 권 호 쪽- 17 10 (1976. 12), 32 ;「 」 ≪ ≫

뉴우스 서울시 사서교사 연구발표회 개최 도협월보 권 호 쪽- 18 5 (1977. 6), 32 ;「 」 ≪ ≫

뉴우스 서울시 사서교사 연구발표회 개최 도협월보 권 호 쪽- 19 5 (1978. 6), 32 ;「 」 ≪ ≫

뉴우스 서울시 사서교사 연구발표회 개최 도협월보 권 호 쪽- 20 3 (1979. 4), 32 .「 」 ≪ ≫

7) 이창갑은 문교부 장학관으로 재직하던 년에 마산여고를 학교도서관 연구학교로 지정1954
하여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촉매 역할을 한 년 연구발표회를 가능하게 한 인1956
물로서 그 이후 인천 제물포고 서울 성동고 용산고 등에서 교장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 ,
에 공헌한 선각자이다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형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 , ,「 」 ≪

권 호 가을 쪽53 3 (1998 ), 77-118 .≫

8) 학교도서관 도협월보 권 호 쪽 뉴우스 서울시 중고등- , 19 2 (1978. 3), 2 ; -觀我臺「 」 ≪ ≫ 「

학교에 도서구입비 특별배정 도협월보 권 호 쪽, 19 2 (1978. 3), 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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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운동에 있어 새로운 국면의 한 조짐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요컨.
대 이 변화 양상은 년대 이후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판도에서1970
서울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구도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의 운동 변화와 그 배경2)

충남 지역은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년대1960
에 경남 전남 지역과 함께 운동의 선두적인 위치에 있었다, .9) 이 지역은

년대에 들어서도 그 이전의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운동의 경향을 보이1970
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년대 후반에 교장 교. 1960
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교 현장에 도서관에 대한 인식

을 크게 파급하게 되는데,10) 이런 활동이 년대 초기에도 지속되고 있는1970
것이다 충남도 교육위원회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일에 걸쳐 중. 1971 12 27 29 3
고등학교 교감을 위한 학교도서관 세미나를 개최하여 운동의 확대를 도모한

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대 교육과 학교도서관 김두홍 학교도서관의 현황. ' ( )', '
과 전망 최근만 학교도서관의 직원 및 운영조직 정필모 학교도서관의( )', ' ( )', '
자료와 운영 김세익 등의 강의가 있었다( )' .11)
또한 충남도 교육위원회에서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공주사범1974 7 9 8 30
대학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명을 대상으로 사서교사 강습41
회를 개최하여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 이 강습회에서는 전공과목.
시간 교양과목 시간으로 총 시간을 이수하게 하였다168 , 72 240 .12) 이 강습회

에서 강의된 전공과목의 시간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분류 시간/46 김용철 목록 시간/30 맹택영

참고업무 시간/35 원종린 서지 시간/20 하동호

인쇄발달 시간/20 강귀수 시청각자료 시간/17 곽대섭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충남지구협의회는 도교육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충

9) 김종성 년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60 ,「 」 ≪

권 호 쪽32 3 (1998. 9), 45-80 .≫

10) 김종성 위의 글 쪽, , 74-76 .
11) 뉴우스 중고등학교 교감을 위한 학교도서관 세미나 개최 도협월보 권 호- , 13 1「 」 ≪ ≫

쪽(1971. 12), 32 .
12) 뉴우스 충남도내 사서교사 강습회 개최 도협월보 권 호 쪽- , 15 9 (1974. 9), 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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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내 중고등학교 사서교사 연수회를 개최한다 년 월 일 일 양. 1975 1 30 , 31
일간 충남 학생과학관 강당에서 개최된 이 연수회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사

서교사 명이 참석하여 사서교사의 자질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강의를180
듣고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기도 한다 이 연수회에.
서는 학교 교육에서의 학교도서관 최정교 도교위 장학계장 사서교사의' ( , )', '
봉사와 학교도서관 박승하 충남지구협의회 회장 사서교사의 임무와 학교( , )', '
도서관 운영 권양원 예산 중앙고 교장 학교도서관을 통한 생활지도 도교( , )', ' (
위 중등교육과장 학교 도서관과 독서 도교위 교육연구원장 등의 강의가)', ' ( )'
있었고 유경열 지구협의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사서교사의,
주임제도 문제 사서교사의 표창 관계 도서비의 일률화 지구협의회에 대한, , ,
보조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13)
이와 같이 충남 지역에서는 도교육위원회와 도의 도서관계가 협조하여 학

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의 운동 변화와 그 배경3)

경북 지역의 경우 년대에 학교도서관 운동이 크게 신장된 것은 어느1970
지역보다 주목 받을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년대 중반까지 평균적인. 1960
수준을 유지하던 경북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년대 말을 지나면서 괄목할1960
만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 성장의 원천이 도교육행정 당국

의 지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경북도 교육위원회는 년에 도교육. 1971
혁신 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도서관 보급과 육성에 집중하게 된다4 .
가령 년 월 일부터 월 말까지 경상북도 학생도서관에서는 도내 초1973 3 27 5
중등학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한 학교도서관 세미나가 개최된다.14) 이 세미
나는 경북도 교육위원회가 수립한 교육 혁신 개년 계획의 차년도 특수 시4 3
책의 하나로 실시된 것인데 도내 개 시군교육청 단위로 실시되었다 즉, 25 .
도내 초증등학교의 교장 교감 명에게 학교 교육에 있어서 도서관의 위, 1,300
치와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강화함은

물론 개년 계획의 차 년도에 설치 보급된 도서관과 장서를 더욱 효과4 12․
적으로 활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처럼 경북 지역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상승 기류를 형성하게 한 도교육행

13) 뉴우스 충남 사서교사 연수회 개최 도협월보 권 호 쪽- , 16 1 (1975. 1), 31 .「 」 ≪ ≫

14) 뉴우스 초 중등학교장 및 교감을 위한 학교도서관 세미나 개최 도협월보 권- , 14「 」 ≪ ≫

호 쪽6 (1973. 6),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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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당국의 지도력은 주도적 인물의 의식과 활동에 의해 행사될 수 있었다.
그 인물은 바로 박치욱 선생이다 그는 년부터 년까지 대구여중에. 1960 1967
재직하면서 년간 학교도서관 연구학교로서 학교도서관을 키우는데 진력하3
여 모범적인 학교도서관으로 육성시킨 바 있다 또한 년부터 년까지. 1967 1971
년간 경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연구원의 도서관 담당 연구사로 재직하면서5
도내 학교도서관 보급 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도내의 모든 학교가 도서관 시

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도서관을 통한 교육의 실시로 교육 방법을 개선하,
는데 심혈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게 하였고 경북도 교육위원회가 도서관,
발전 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4 .15) 요컨대 경북의
경우 년대 후반기 이후 교육행정 당국의 지도력에 의해 학교도서관 운1960
동이 크게 부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산시의 운동 변화와 그 배경4)

부산 지역은 경남 지역과 함께 학교도서관 운동이 태동하고 형성된 곳으로

서 그 발전이 새로울 것이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년대 초 부산과 경. 1960
남이 분리된 후 경남 지역이 타 시도에서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앞서간 반면 부산은 큰 발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

면 년대 초기 부산 지역의 학교도서관 발전은 평가 받을 만한 의미를1970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년대 부산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교육행정 당국의 활동과 사서교사들의1970
자발적인 활동이 조화되어 하나의 수준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사서.
교사들과 사서교사 출신의 장학사들이 부산시 학교도서관 연구회라는 단체

를 만들어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학교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실무 강습을 개최하기도 한다 이 모임은 부산시 중등학교 사서교사들의 친.
목 연구단체로서 시교육위원회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이 지역에 학교도서

관 운동이 정착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때 우리가 학교도서관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부산시 교육위원회 안에' ' .
부산시 교육연구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부산시 교육연구원인데 거기 원장이 있고. ,
연구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영역으로 학교도서관 연구 분야가 있어서 이 분들.
이 많이 도와주고 내가 회장을 맡았어요 도서관협회와 별도로 부산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부산시 중고등학교 사서교사들의 모임을 만든 거지요 내가 회장을 오래.

15) 제 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도협월보 권 호 쪽5 , 14 4 (1973. 4), 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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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당시 부산시내의 고등학교 도서관 담당자가 육 칠십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 ,
다 그 분들이 개월에 한 번 정도는 만났습니다 학교도서관을 돌아가면서 모이는. 2 .
데 한 번 만나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학교, . ≪

도서관 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회 회보를 만들어서 계속 간행을 했습니다 그 모임.≫

이 퍽 재미있었어요 친목도 되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해결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 , .
고 각 학교의 도서위원들간의 교류도 시키고 했습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모여.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모여서 도서관 운영.
의 애로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16)

박태신 이병수 이종남 엄영섭 전희준 등이 주도한 이 모임에서는 학교, , , , ≪

도서관 이라는 회보를 호까지 발간하고 년대 초기까지 그 명맥을 유36 1980≫

지한다.
이와 같은 사서교사들의 자체적인 조직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일

차적으로 사서 교사들의 의식적 연대와 조직화 덕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와 더불어 한 가지 주요한 요인은 시교육행정 당국의 지원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부산시 교육 위원회에는 년대 경상남도의. 1960
학교도서관 운동을 찬란하게 꽃피우도록 이끌었던 이윤근 교육감이 부임하

여 재직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윤근 교육감의 리더십에 대해서 박태신 선생.
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윤근 교육감이 년간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있다가 년에 부산시 교육감으로8 1969
옮겼어요 그 때 나는 부산 서여중 교감으로 있었어요 이윤근 교육감은 부산에 와. .
서도 도서관을 많이 키웠죠 물론 경남식으로는 안 됐어요 도회지니까 그래서 입. . .
학 기념 도서수집 같은 것을 했어요 중학교 입학할 때 도서를 기증 받았죠 그러니. .
까 일부에서는 말이 좀 있기도 했는데 기념으로 한 권씩 내라 해서 책이 많이 들,
어 왔어요 일년에 한 사 오 백 권씩 들어 왔지요 물론 그 중에는 못 쓰는 것도. , .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운영 지침이란 것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시. ' '
달했어요 학교도서관에서는 겸임이라도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분류는 이렇게 하. ,
고 운영은 이렇게 한다하고 간단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했어요 각 학교 교.
감들도 모아 가지고 반드시 도서관은 해야 된다고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서교.
사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요 교장들 이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교감들도 도서관 이거 안 하면 안되겠는데 하니까 담,
당자가 으쓱하게 되는 거지요.17)

16)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 박태, : , -「 ②

신 선생 도서관문화 권 호 쪽, 39 5 (1998. 9 10), 26-27 .」 ≪ ≫

17) 김종성 앞의 글 쪽,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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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근 교육감은 부산으로 옮겨와서도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학교도

서관 설치 장서 확보 교장 교감 교육 사서교사 양성 등의 사업에 매진하였, , ,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도서관 육성 개년 계5
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학교도서관 발전을 꾀하게 된다.18) 그 계획에 따르

면 년까지는 우선 교 도서관을 완성하고 학생 인당 장서수도 초등학1971 1 1 1
교 권 중학교 권 고등학교 권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 사서교사4 , 6 , 8 .
확보를 위해 년 여름 겨울 방학에 시간의 정규 사서교사 강습을 개1969 240
최하고 초등학교에는 인 이상 중고등학교에는 학급까지는 인 학급1 , 18 1 , 19
이상의 학교에는 인의 사서교사를 확보하도록 지도한다2 .
이 사실을 통해서 학교도서관 운동에 있어서 교육행정 당국의 인식과 지도

가 현장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의 운동 변화와 그 배경5)

년대 들어 운동의 에너지가 가장 크게 침체한 지역은 단연 경상남도1970
지역이다 경남 지역은 년대 교육행정 당국의 강력한 지도력과 전략적인. 1960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장 모범적인 학교도서관 운동을 전개하면서 타 시도의

운동을 자극하였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이 침체 현상은 분명 새로운 국

면임에 틀림없다 이 지역 운동이 가지는 선진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보면 경.
남의 침체 국면은 한국의 학교도서관이 특정한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경남의 운동 침체 국면은 전적으로 강력한 지도력이 소멸한 것에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김두홍 장학사가 년에 한국도서관협회로 옮겨가게 되고. 1966
이윤근 교육감마저도 년에 부산시 교육감으로 발령되어 경남의 학교도1969
서관 운동은 견인차를 잃어 버린 신세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두홍 선생.
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후임 교육감의 인식 부재와 일선 학교의 저항 그리고,
열악한 교육 여건 등이 맞물려 운동을 위축시켰다고 증언한다.

이윤근 교육감이 년에 부산시 교육감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산1969 .
에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생각이나 방침이 그대로 지속된 거지요 그런데 경남에는.
도교육감으로 다른 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
했고 일부 학교에서도 학교도서관을 너무 강압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18) 조재후 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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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는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교육감에게 학교도서관에 대 한 인식이 없는데다가.
일부 학교에서는 불평이 있으니까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이 약해지지요 교실도.
없고 여러 가지 교구나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해야 될 판인데 책 살 돈이 어디 있

느냐 또 교실도 부족한 판인데 도서관 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분위기가 경남,
지역에 일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영향이 컸.
지요 그래서 경남은 학교도서관이 일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년대로 넘어가면. . 1970
서 경남 지방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위축되기 시작한 겁니다.19)

이윤근 교육감이 부산으로 떠난 뒤 경남에서는 학교도서관 정책이 급격히

와해되어 일선 학교의 학교도서관이 폐쇄되고 사서교사 배치율도 급감하게

된다 교육행정 당국의 강력한 지도로 설치 운영되던 학교도서관이 행재정상.
의 불리한 여건과 교육행정 당국과 학교 일선의 인식 도태에 따라 퇴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당시 학교도서관계에서는 크게 주목하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의 경우는 작년 년도 에 의 설치가 금년 년도 제 회 전국학교도서관대(68 ) 92% (69 8
회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엔 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학교도서관의 폐지론 학급문) 40% (
고 대치 학급문고 개 설치 의 영향이라고 보고 경남의 학교도서관 전망은 크게= 6,004 )
주목된다.20)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발상지인 경상남도가 중학교 국민학교 에37%, 48%
머무르고 있는 것은 부산을 제외한 타 시도보다는 앞서 있기는 하나 중앙도서관을( )
폐지하고 학급문고를 권장하고 있는 결과라 하니 애석한 일이라 생각된다.21)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윤근 선생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내가 나오고 난 뒤에 경남에도 사서 교육받은 사람이 한 학교에 명씩 몰리고4, 5
그랬어요 좋은 학교에 서로 배치 받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있을 때는. .
도서관 교육받은 사람은 시골이라도 억지로 배치를 했어요 체육 교육을 받은 사람. ,
교재 교육을 받은 사람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억지로라, ,
도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붐을 일으키도록 했어요.22)

19)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 김두, : , -「 ①

홍 선생 도서관문화 권 호 쪽, 39 4 (1998. 7·8), 14 .」 ≪ ≫

20) 박치욱 년도의 학교도서관계 창조적인 교육기반 조성의 입장에서 도협월보, 1969 - - ,「 」 ≪

권 호 쪽10 10 (1969. 12), 12 .≫

21) 권양원 앞의 글 쪽, , 12 .
22) 이윤근 선생과의 대담 이윤근 선생 자택, 1998. 2. 18. 10:0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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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상남도의 침체 양상은 선두적인 지방의 침체라는 차원에서뿐

만 아니라 당시 학교도서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

의 증거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를 남겨 준다.

운동 지형 변화에 대한 내재적 설명 요인3.

인물 주도 운동의 한계1)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이 태동하고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나는 운동의

지배적인 성격은 제도가 아닌 인물 중심의 운동이라는 것이다.23) 이러한 성

격은 운동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고 여전

히 하나의 지배적인 현상으로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년대. 1970
학교도서관 운동이 전국적인 판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각 시도의 범위에서

도 제도적 여건의 개선보다는 지도적 인물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 부침을 나

타내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적 특이성에 따라 운동이 단기간에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인물의 지도력이 제도에 앞선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

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인물과 직책은 유한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제도화되지 않으면 쉽게 단절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자명

한 것이다 이러한 이치에서 인물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이 궁극적으로는 제.
도화라는 지향을 성취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원리가 성

립되는 것이다.
제도의 수준을 능가하여 인물 주도로 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제도의 열악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위적으로 운동이 진보적 속성,
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운동이 주요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요컨대 운동이 형성기를 지나 전성기까지 거친 단.
계에서도 소수의 인물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운동의

에너지가 건재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운동의 제도적 보

편화라는 지향에서 보면 그것은 엄연히 운동의 실패를 예기하는 전조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운동 전면의 지형이 소수의 선구적인 인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운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살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운동의 제도화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증하

23)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형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 권 호 가, , 53 3 (1998「 」 ≪ ≫

을 쪽), 77-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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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도 이러한 학교도서관 운동이 갖는 본질적 한계

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부산에서 초기 학교도서관 운동 형성기에 현장 사.
서교사와 시교육위원회 장학사로 활동하던 조재후 선생은 문교부 중앙시청

각교육원 연구관을 거쳐 년에 문교부 장학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는1973 .
거기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학년도에 학교도서관 육1974
성을 목적으로 각 시 도 교육위원회에 학교도서관 육성계획서와 운영 지침서·
를 시달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토록 한다.24) 이 지침서에 의하면 교 개 도1 1
서관 설치를 추진하고 각 시 도에는 학교도서관 담당 장학사를 각급 학교에,
는 사서 및 사서교사를 지명하여 학교도서관 교육 임무를 맡게 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열람 좌석과 장서는 기준량에 맞도록 하고 운영비는

자율 경비중에서 최대한의 도서비를 염출하도록 하는 등 문교부의 학교도서

관 운영지침에 맞추어 각 시 도별로 학교도서관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시행

하도록 한다 그러나 조재후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계획이 입안되어 시행.
되는 시점에 자신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고 한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의 전반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적당한 후임자가 없어 시행되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리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은 선각적인 의식과 실천력을 갖춘 운동 지도자의 의지가 아무런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쉽게 무시되고 무력해

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운동과 같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건의 개선과 확충을 통한 정착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시기 운동의 전략에서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없었던가 있었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가.

년대 학교도서관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법적1960
행정적 제도의 개선과 완비는 학교도서관계는 물론이고 도서관계 전체의 가

장 큰 과제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도적 문제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진전.
이 있기도 하였다.25)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지도 감독

하는 근본적인 법적 규정과 행정 체계의 문제는 년대까지도 고착상태에1970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는 학교도서관 운동 진영의 주요 과제.
24) 뉴우스 각 시 도교위에 학교도서관 운영 지침서 시달 도협월보 권 호- · , 15 3 (1974.「 」 ≪ ≫

쪽5), 32 .
25) 김종성 년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60 ,「 」 ≪

권 호 쪽32 3 (1998. 9), 4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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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시기의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년대. 1960
에 비해 지속적이지 못하고 집중적이지 못한 일면을 보여준다 전국도서관대.
회를 통해 채택되는 학교도서관 관련 건의 사항의 내용을 보면 관심이 분열

되고 지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운동 진영의 집중력이 약화되고 이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소수 인물의 지도력에 의해 전.
개되면서 표면적으로 화려한 성과를 얻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운동이

결국은 제도의 문제라는 내재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초기 운동 지도자들의 현장 이탈2)

년 진주여고의 학교도서관을 우리 나라 근대 학교도서관의 기원으로1952
잡는다면 년대는 근대 학교도서관이 출발한 지 무려 년이 되는 셈이1970 20
며 년 마산여고의 연구 발표회를 학교도서관 운동의 기점으로 잡아도, 1956
년의 역사가 되는 셈이다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15 .
년대에 이르러서는 초기 학교도서관 운동을 주도하던 선구적 지도자들1970

이 대부분 현장을 이탈하게 된다 물론 이들의 현장 이탈이 학교도서관 운동.
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장에서 운동 실천의 중심.
세력으로서 활동하다가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거나 타 분야로 옮겨가게 되어

운동에 직접 관여하는 관련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산여고에서 학교도서관을 시작하고 연구발표회를 통해 전국에 학교도서

관 운동의 불을 지핀 김세익 선생은 이미 년에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교1962
수로 자리를 옮겨가 가장 먼저 학교도서관 운동 현장의 중심에서 떠나게 된

다.
그리고 경남고등학교 사서교사로 시작하여 년대 도교육위원회 장학사1960
로서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을 이끈 김두홍 선생은 년에 한국도서1966
관협회로 활동무대를 옮긴다 이 시기는 경상남도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
로 한창 학교도서관 운동이 무르익는 시점이라 운동의 주요한 핵심 인자가

이탈한다는 것은 큰 변화 요인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도서관협회로.
옮겨간 것은 학교도서관 운동을 중앙에서 리드할 인물이 필요했다는 당시의

상황과 대학교수가 되어야겠다는 개인적 의도가 통합된 결과였다고 증언한

다.26) 사실 그는 도서관협회로 옮겨간 이후에도 변함없이 학교도서관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각종 학교도서관 강습이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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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등에서 핵심 강사로 활동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년 한. 1968
국과학기술정보센터 로 옮겨가 사무국장을 거쳐 소장으로 활동하(KORSTIC)
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로 옮긴 후에도 학교도서관에 대한 선생의 관.
심과 참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현장 운동의 중심.
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활동한 이규범 선생 또한 일찍이 현장을 옮긴 경우이다 선생은.
동아고 부산고 등에서 사서교사로 활동한 후 년에 부산교대 교수로 옮, 1966
기게 된다 물론 그 후에도 학교도서관 강습이나 각종 대회에서 주요 강사로.
활동하면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도서관계의 조직에 관여한다 그리고 그는 사범교육 일선에서 학교.
도서관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예비교사들에게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김두홍 이규범 선생과 함께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운동의 틀,
을 세운 조재후 선생은 여년 간의 현장 사서교사 활동과 여년 간의 시10 , 10
교육위원회 연구사 및 장학사 활동을 거쳐 년 문교부 중앙시청각교육원1972
연구관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도 문교부 장학관 일선 학교 교. ,
장 교육구청장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선생은 교육 행정가와 일선 학교 경, .
영자로 활동하면서도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운동 에너지의

약화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워 하기도 한다.

학교도서관만 붙들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교장하고 대학교수하고 하는 바람에 다

떨어진 거지 지금도 김 선생이 와서 내가 도서관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도.
서관보다 더 급한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더 시급한 일들이 항상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달려들지 못하고 있지요.27)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의 중추 역할을 하던 김경일 선생도

이런 경향에서 예외는 아니다 경기고등학교 사서교사로 활동하면서 서울 경.
기 지역의 운동을 크게 성장시킨 선생은 년 중앙교육연구소 도서관으로1965
옮겨가게 된다 그 뒤 선생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독서지도 담당관 대학의 시. ,

26)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 김, : , -「 ①

두홍 선생 도서관문화 권 호 쪽, 39 4 (1998. 7·8), 19 .」 ≪ ≫

27)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 조, : , -「 ③

재후 선생 도서관문화 권 호 쪽, 39 6 (1998. 11 12), 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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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강사 도서관협회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 영역을 바꾸어 가게 된다, .
이처럼 초기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사서교사들이 운동

전선의 주변부로 이탈하게 되는 것이 년대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의1970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나열한 대개의 경우 년대 중후반부터. 1960
형식적으로는 학교도서관 현장이나 교육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

만 초기에는 그들의 영향력과 활동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질

적으로 이탈 현상이 하나의 영향 요인으로 표출되는 것은 년대의 현상1970
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들의 이탈로 인한 운동력 약화 현상이 표면화 되는.
것도 년대에 와서 본격화 되기 시작한다1970 .
현장에서 솔선하여 열정적으로 운동을 실천하고 지도하던 사서교사들이 개

인의 역량과 성취 동기에 따라 더 발전적인 위치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개진될 여지가 없는 발전 현상임에 분명하

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운동이라는 자생적인 현장 운동의 큰 흐름에서 볼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의 손실을 초래하고 운동이 약화되는 과정에

닿아 있다 이러한 원리를 도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 < 1> .

그림 초기 지도자들의 현장 이탈에 따른 운동 세력의 구조 변화< 1>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현장 운동 세력이 이탈함으로 전체적< 1>
인 운동 세력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운동의 핵심 세력을 형성하던 에

너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초기 지도자.
들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강도와 밀도가 외형적으로는 파급되고 계승되지

만 그 내용 면에서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운동 에너지의 규모는 그.
대로 유지되거나 더 확대되는 데 반해 운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 세력은 축

소되어 급기야는 조금씩 함몰되어 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년대 학교. 1970
도서관 운동의 내부 지형 변화에서 포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요컨대 년대에 사서교사들의 전국적 조직으로서 학교도서관부. 1970



년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지형 변화1970 57

회가 조직되고 몇 몇 시도에서는 사서교사 연구 단체가 운영되는 등 외형적

으로는 운동의 틀이 확대되고 안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운동

에너지의 질적 도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 세력의 역할 구도 변화와 현장 운동력 약화3)
운동의 초기 지도자들이 운동 세력의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현상과 같

은 맥락에서 현장 운동가들의 위치 변화와 그에 따른 역할 변화의 함수관계

도 운동 세력 판도 변화의 한 측면이 된다 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다양한 강.
습과 교육을 통해 많은 수의 사서교사가 양성되고 동시에 초기 운동 단계에

서 현장을 이끌어 가던 사서교사들은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의 위치로 옮겨, ,
간 경우가 적지 않게 된다.
가령 년 월에 공식 창립된 도서관협회 산하 학교도서관부회의 초대1972 9
임원과 각 도별 간사 명단을 살펴보면 사서교사 신분으로 참여한 인사들은

그 이전의 운동 과정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이들이며 그 이전의 운동 과정

에서 지도적 활동을 하던 인사들은 학교 관리자나 장학사 등의 신분으로 참

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8)
말하자면 초기 운동 세력의 중심을 형성했던 현상 사서교사들이 학교경영

자나 교육행정 당국자의 위치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현장 운동 세력

들이 기용된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운동 세력들의 위치 이동은 현장 운.
동의 역학 구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먼저 현장 운동의 이면적 역학 구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
역할 과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역할 이 각각 어떻( )' ' ( )'自律役割 必要役割

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서교사 학교경영자 교육행정 당국자의 위. , ,
치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자율 역할과 필요 역할의 구분은 표<
과 같이 도식할 수 있다3> .

28) 당시 학교도서관부회 임원과 각 도별 간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원명단 회장 서장석 경기고 교장 부회장 박경원 부산여고 교장 최도철 전북 완주< > : ( ); : ( ), (
중 교장 이사 이규현 용산고 교장 송학준 선린중 교장 조재후 문교부 장학관 권양); : ( ), ( ), ( ),
원 예산 중앙고 교장 현원명 동인천고 교감 박치욱 경북교육연구소 연구관 강부필 동( ), ( ), ( ), (
양공고 사서교사 안송산 이화여고 사서교사 하동식 충북 제천여중 사서교사 최태정), ( ), ( ),
광주일고 사서교사 감사 조기홍 대전성모여고 사서교사 정재훈 진주고 사서교사 간( ); : ( ), ( );
사 이정희 경기고 사서교사 각 도별 연락 간사 서울 이정희 경기고 사서교사 부: ( ). < > : ( ),
산 이병수 부산남여중 사서교사 충북 하동식 제천여중 사서교사 전남 고원상 광주고: ( ), : ( ), : (
사서교사 전북 전준섭 전주고 사서교사 경남 정재훈 진주고 사서교사 경북 백장현), : ( ), : ( ), :
경상북도학생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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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신분에 따른 학교도서관 운영 주체들의 역할 구분< 3>

신분

역할
사서교사

학교경영자
교장 교감( , )

교육행정 당국자
교육감 장학사 연구사( , , )

자율
역할

․ 학교도서관 직접 운영
․ 현장 실천 사례 개발
․ 사서교사 단체 활동
참여 등

․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감독·

․ 학교도서관 예산 배정
․ 사서교사 양성과 훈련 등

․ 학교도서관 정책 입안 시행·
․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감독·
․ 학교경영자 교사 교육 등,

필요
역할

자율 역할과 동일
․ 학교 경영 전 분야의
균형적 관리 감독
예산 인사 등( , )

․ 교육행정 전 분야의
균형적 관리 감독·
인사 예산 정책 등( , , , )

역할
괴리

없음 있음 있음

학교도서관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면 학교경영자

와 교육행정 당국자의 경우 자율역할과 필요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 수행력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사서교사의 경우는 두 역할간에 아무런

괴리가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역할 수행력이 높을 수 있다 말하자면 사서.
교사로서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할 때보다 학교경영자나 교육행정 당국자

의 입장에서 학교도서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복합적인 역할 관계 차원에

서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구현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도서관 운동의 속성상 그 성과를 실체화하고 지속

시키는 힘은 사서교사들의 활동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
치로 학교도서관 운동의 주력은 현장 사서교사들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원리

를 이야기할 수 있다 사서교사 출신의 학교경영자가 고백하는 역할 괴리의.
예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학교 현장에 나갈 때마다 현장의 문제가 많거든요 상업학교에 가면 상업학교의.
문제가 있고 공업학교에 가면 공업학교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선 부딪히는, .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학교도서관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서관을 충실하.
게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앞세울 수는 없는 거지요 교장의 입장에. .
서 그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29)

먼저 내가 소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 주는 것이

힘이 드는 거지요 저 사람 자기 혼자 흥이나서 저것만 하고 다른 건 안 한다 저. ,

29)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 조재, : , -「 ③

후 선생 도서관문화 권 호 쪽, 39 6 (1998. 11 12), 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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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좀 미친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고 또 좀 유치한 것은 도서관 하면 뭐가 좀 생.
기는 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요 도서관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런 오해.
를 많이 받게 되지요 그런데 역시 중요한 문제는 예산 문젭니다 서무 계통 사람들. .
이 이해를 못합니다 서무에 돈이 만원 있다 하면 내가 우선적으로 도서관에 좀. 50
투자하자 하면 전기도 고쳐야 되고 수도도 고쳐야 되고 담장도 쌓아야 하고 쓸 데, ,
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 때 교장으로서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이 들어요.30)

그러면 이러한 역할 관계의 변화 속에서 주력 부대의 이동은 자연스러우며

적절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기 학교도서관 운동의.
내적 지형 변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사서교사 그룹.
을 형성한 운동 세대 사서교사 그룹의 열의와 신념은 어떠했는가 하는 문2
제이다 동시에 세대 사서교사들은 선구적 사서교사들의 에너지를 어느 정. 2
도 계승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 당시 사서교사들의.
열의는 선배 사서교사들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많이 약화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대 사서교사의 한 사람인 박태신 선생의 증언에서 이런 경향의. 1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교장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담당 교사들이 열의가 없는 것 같았어요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좀 주겠는데 내가 자꾸 자진해서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도서관, .
담당 선생님들이 자꾸 조르면 되는데 별로 요구를 안 하니까 나로서는 어쩔 수 없

는 거지요 나는 예산대로 쓰고 부족하면 담당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31)

요컨대 초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사서교사들은 학교경영자와 교육행

정 당국으로 진출하여 형식적으로는 운동 전개에 유리한 위치에 갔지만 실

제적인 활동에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등,
장한 사서교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열차게 운동을 전개할 의지를 갖

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학교도서관 운동은.
이미 팽창된 외피 속에서 운동 주력 부대의 정체성이 희석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동과 같은 현장 실천 운동의 경우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 시기 운동에 있어 학교도서관

30) 김종성 학교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선다 대담 학교도서관 운동가를 찾아서 박태, : , -「 ②

신 선생 도서관문화 권 호 쪽, 39 5 (1998. 9 10), 30-31 .」 ≪ ≫

31) 김종성 앞의 글 쪽,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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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학교 발표회나 연구학교 발표회가 극히 희소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현장의 도서관 운영 사례를 다양하게 보고하고 파급하는 과정을 통해

도서관 운동이 확대되고 성장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현상은 결

국 현장 주력 부대의 세력 약화를 의미하며 운동의 내용이 왜소화되고 상투

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도식하면 그림 와 같이 표. < 2>
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현장 운동 세력의 위치 이동에 따른 운동 판도 변화< 2>

나오며4.

년대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외형적으로 년대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1970 1960
으면서 전체 규모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그 이면을 관찰하면.
운동 세력의 구조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미 그 변화에 따라 운동의

부침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도서관 운동이 형.
성기와 전개기를 거쳐 바야흐로 침체하고 쇠퇴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반영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침체와 쇠퇴의 주요한 설명 요인은 제도화에 실패한.
인물 주도적 운동의 한계와 그와 관련하여 현장의 주도 세력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 세력 내부에 내재.
하는 요인만으로는 이 시기 운동 지형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오히.
려 이 시기 학교도서관 운동의 지형 변화를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은 운동 외부에서 작용하는 원천적이며 본질적인 억압 구조의 정체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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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 운동의 성격상 교육이라는 상부 영역.
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왜곡의 문제가 학교도서관에 더욱 더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 운동의 쇠퇴와 관련한 외재적 설명.
요인의 심층구조를 들여다 보는 작업을 통해 년대 이후 교육의 왜곡 구1970
조와 그에 따른 학교도서관 기능의 왜소화와 변질 추이를 조망하고 나아가

왜곡된 교육 이념과 학교도서관 이념의 모순 구조를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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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tried to review the various aspects of campus
computerization with critical perspectives. For this job, I have relied on
structured interviews with individuals in campus.
The basic problem embedded in present stage of the campus
computerization is not user-friendly information but function-divided
systems organization. Therefore, with the new methodology and
technology, campus should digitalized in the manner which collects and
manages all type of user-friendly information resources scattered in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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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최근 들어 대학사회는 전에 없던 강도높은 개혁의 바람에 휩쓸려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주도의 교육개혁 과제에 순응하는 일면도 있지.
만 대개는 급변하는 시대상황의 요청에 의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대학별로 특성화 사업의 추진 열린교. ,
육체제의 구축 학생선발제도의 개혁 강의 연구평가의 실시 대학의 정보화, , · ,
와 세계화 열린행정체제의 구축 등에 이르는 방대하고 종합적인 개혁 과제,
를 설정하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발전되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 .
은 관료적 체제와 상아탑이라는 허울뿐인 논리에 갇혀 자체 경쟁력을 상실

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한국의 제 의 대학이라도. 1
세계의 위권 정도밖에 못 미친다고 하니 대학개혁의 명분은 그 누구도400 ,
거스를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대학개혁과 발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개혁

과 발전과제의 각론에서 살펴보면 적지않은 혼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정보화사업 이라는 이름아래 추진된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을 검토해< >
보면 그런 점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현재까지 진행된 대학정보화사업.
의 대략적인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는 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대학의 중심적인 기능들,
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시도한 시기이다 대개는 학사행정전산화사업 도서관. ,
전산화사업 교내전산망구축사업 인터넷 활용사업 등과 같은 정보기술의 도, ,
입의 형태로 나타났다 두번째 단계는 고수준의 대학정보화를 목적으로 벌어.
지고 또는 계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전자 도서관 구축 가상대학,
사업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멀티미디어정보센터 건립 도서관과 전자계산, , ,
소 등과 같은 학내 정보관리조직의 통합 움직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학정보화사업의 발전과정을 엄밀히 따져보면 거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두가지 문제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년대 전후에서부터 시작된 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초기단, 90
계의 사업이 채 안정도 되기 전에 두번째 단계의 사업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정보화사업이 특정한 단계별로 매듭을 짓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하겠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여 추진한 첫단계의.
사업이 보다 안정된 상태로 진입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안정화작업 보다 다음 단계의 사업을 서둘러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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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정보화가 단위기관이나 부서별로 제각기 계획되고 추진되면서 중복,
기능과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보화사업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과 전자 계산소는 제각기 독립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왔다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경우 추진주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문. .
제는 중복기능과 중복투자를 피하고 상호 연계성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관련기관들이 사업의 경계선은 물론이고 기능.
적 통합부문과 연계부문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추진되어야 하는

데 그렇게 되지 못한 흔적이 쉽게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된 각

종 캠퍼스 정보화사업의 현단계를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다소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즉 현재와 같은 캠퍼스 정보관리시스템의 발전과정 구. , ,
성방식 활용상의 문제점 등을 낱낱이 분석하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분석하는 것

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중대규모의 사.
례대학 한 곳을 선정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사례연구(case

도 유리한 면이 많다고 본다 일반화에 따른 위험이 없지 않으나research) . ,
사례로서 무리가 없는 적절한 대학을 선정하여 구체성이 있는 조사분석을

시도한다면 현실적합성있는 결과 를 이끌어 내는데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 < >
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실적합성있는 연구결과와 실사구시적 연구태도를 지향

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대학교라는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게 되P
었다 이 사례 대학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규모 종합대학이며 그 규. ,
모 또한 실험모델로서 손색이 없는 대학이다.

제 장 캠퍼스 정보화의 구축 단계2

대학교의 캠퍼스 정보화는 년대에 들면서 부분적으로나마 가시적인P 1980
사업들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년대 초 교육차관자금을 토대. 1980 IBRD
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학사업무를 전산화하기 시작한 것이

최초의 작업이다 당시로서는 학사행정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학.
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수강과 성적처리 업무를 개선하고 교직원 데, ,
이터베이스를 구성하며 졸업생 데이터베이스도 구성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
한 것이다 이처럼 년대 초반의 캠퍼스 정보화는 주로 대학의 학사행정. 1980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이었으며 당시로서 꽤나 괜찮은 성과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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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러나 목표만큼 학사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년대 후반에는 기존의. 1980
시스템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증설하면서 학적관리 수강관리 성적관, , ,
리 등의 업무를 보다 통합적이고 원활한 환경에서 수행되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대학도서관의 전산화는 년대 후반쯤에 이르러서야 미미할 만큼, 1980
의 징후가 나타나게 된다 년대 말 미국의 상용데이터뱅크인 에. 1980 DIALOG
연결하여 학술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전자사서함 을, DIALCOM( )
이용하여 필요한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등 업무의 전산화보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단계가 그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캠퍼스 정보화는 년대 들면서부터 기반을 잡아가1990
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수와 학생들이 교육망과 연구망을 이용하여.
국내외 전산자원을 공유하고 해외정보 및 자료를 원활하게 입수하고 교환할,
수 있는 교내전산망 구축사업을 전자 계산소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교육지원시스템과 학술연구시스템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종

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일단락이 지어진 상황이다, .
이렇게 됨으로써 학사행정 교육활동 연구활동 등을 함께 지원할 만큼의 전, ,
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이 전자계산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도서관은,
년대 초부터 도서관장기발전계획의 하나로서 대학도서관 학술정보전산1990 ' '

망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도서관전산화 사업으로.
대표되는 이 사업은 각종 소장문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단계별

로 진행함과 동시에 도서관전산화를 지탱하는 주전산기와 각종 응용프로그

램들을 개발하여 캠퍼스 내외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학술정보시스템을 만들

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캠퍼스 정보화는 행정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대학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학술연구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한몫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캠퍼스 정보화 사업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학. ,
사행정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학사행정전산화 도서관업무와 소장하,
고 있는 학술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도서관전산화 그리고 각종 첨단정보통,
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교내전산망 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부분의 우리.
나라 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교도 업무전반에 대한 전산화작업과 전산망구P
축을 통한 캠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캠퍼스 전산화와 전산망 구축 단계 라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더욱< > ,
안정시킴과 동시에 기능을 한층 향상시키는 고수준의 캠퍼스 정보화 단<
계 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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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와 전산망 구축 단계1.

학사행정의 전산화1)

앞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듯이 학사행정의 전산화는 전자계산소가 주관한

캠퍼스 정보화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캠퍼스 정보화의 시작이.
었기에 캠퍼스 구성원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추진되었다.
엄밀히 따져보면 대학교의 학사행정 전산화는 두 번의 단계를 거쳐 현재, P
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는 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초기개발. 1980 <
단계 라 할 수 있으며 두번째는 년대 중반부터 새롭게 시작된 재개발> , 1990 <
단계 라 할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년대 초에 개발된 전산화시스템을> . 1980
수정보완하여 기능을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시스템을 구상

하고 설계하여 개발하였기에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두.
번째 단계의 전산화계획이 일단락되어 활용 중에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그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년대의 학사행정 전산화사업 공식적인 사업기간은 은1990 ( '94. 4 - '97. 9)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경쟁력있는 대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학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는 조직 리엔지리.
어링까지 염두에 두었기에 목표하는 바가 아주 컸다고 하겠다 즉 대학의. ,
기존기능을 단순히 전산화된 기능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을 창출하고 거기에 걸맞은 조직개편까지 목표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
대학본부나 중간단위의 행정조직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기능은 가능한 감소

시키고 학과 단위의 행정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던 학사행정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첫째 컴퓨터와 각종 단말기.
를 교내전산망에 직접연결하고 둘째 모든 업무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지점에,
서 직접 입력하고 필요한 지점에서 출력하며 셋째 전산 담당자가 별도로 없,
어도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분산형 시스템을 지향하는 것이

었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운영중인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
학사관리시스템으로 여기에는 교과과정 수강신청 성적관리 학적관리 장학, , , ,
관리 현금등록 교직관리 졸업관리 입시관리 수업시간표 대학원 논문심사, , , , , ,
등을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행정관리시스템에는 인사. ,
관리 급여관리 예산 회계관리 구매 물품관리 국유 재산관리 연구관리 발, , / , / , , ,
전기금관리 동창회관리 시설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 , ,
그램들도 있다 한편 워크플로우 로 불리우는 전자결재시스템이나. , (workflow)
각종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헬프데스크 등의 운영도 학사행정 전(helf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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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와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다.

도서관업무의 전산화2)

도서관업무의 전산화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목표가 설정되고 추진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첫번째 측면은 도서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업무활동 즉. ,
사서의 일상적인 업무기능을 전산화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수서업무 분류 편. , /
목업무 대출 반납업무 연속간행물관리 업무 규정관리업무 등이 포함된다, / , , .
이 중에서 전산화가 불가능한 업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업무들은 전산,
환경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두번째 측면은 이용자의 도서관 활용을 보다 편.
리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관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
헌정보를 검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전국 규모의 도서관 외국의 도,
서관과 정보센터의 문헌정보를 네트워크의 환경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이용자들에게 문헌정보의 접근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목표의 관점에서 보면 도서관업무 전산화의 효과는 도서

관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용자 정보봉사 기능을 강화,
시켜 주는 두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도서관은 캠퍼스내의 이용자에게 학술활동에 필요한 문헌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 도서관업무의 전산화는 각종 정.
보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
은 도서관에서 수집관리하는 각종 학술문헌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고 이용자들에게 활용하도록 한다 보다 통합된 환경에서 수서관리 편. ,
목관리 대출 반납관리 연속간행물관리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이용, / , ,
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교내전산망의 구축과 활용3)

전자계산소에서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대학내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근간망 을 구축하여 활용토록 하는 일이다 현재까지의 추진실(LAN) .
적을 보면 광케이블인 를 중심으로 수천 포트의 네트워크 노드를 교내, FDDI
전역에 가설하여 각종 전산자원을 연결시키고 있다 교내전산망이 구축됨으.
로 그것의 활용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으나 중요한 몇가지만 간추려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행정시스템과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
근간으로 활용된다 둘째 교육연구망 상용망 인터넷과 같은 각종 외부 정. , , ,
보통신망의 연결에 사용된다 여기에는 원격접속 파일전송 전자. (telnet), (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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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웹 접속 운영 등에 활용되며 학사행정 교육 학술연(e-mail), (Web) , BBS , , ,
구에 필요한 국내외 문헌정보나 생활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가상대학 전자도서관과 같은 새롭고 첨단적인 대학환경의 구축이 가, ,
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행정 교육. , , ,
연구 활동 등 캠퍼스내의 많은 활동들이 점차적으로 교내전산망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축적된 교내전산망 사업은 캠퍼스 정보화의 기반구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정보활용이 가능한 고성능의 교내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학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인지.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 고성능의 교내전산망을 구축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고수준의 캠퍼스 정보화 단계2.

앞서 살펴본 대로 학사행정시스템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교내전산망 등, , ,
과 같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핵심사업 이외에도 현재의 캠퍼스 정보화에

일익을 담당한 많은 사업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것도 있으.
며 조만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도 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캠퍼스, .
정보화는 전산화와 전산망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면 앞으로는 이들을 보다,
안정화된 형태로 유지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고수준의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캠퍼스 정보화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단계를 고수준의 캠퍼스 정보.
화 단계라 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되고 계획되고 있는지를 관

련문헌이나 캠퍼스내의 여러 구성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전자계산소를 주축으로 하는 고수준의 정보화사업은 현재의 학사행,
정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는2
것이라 하겠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토대로 가상대학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도 핵심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을 주축으로 하는 고수준의.
정보화사업 또한 현재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킴과 동시에 전자도서관을 구축,
하며 교내의 각종 학술정보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대학교에서 구상하고 있는 고수준의 캠퍼스 정보화는 크게 두가지 핵심P

사업으로 압축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와의 면담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 이.
사업은 그 자체로서 중요사업이면서 다른 사업들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가상대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시스템. , (cyber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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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의 중심역할은 전자계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둘째 도서관에서 추진하. ,
는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들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도(digital library) .
서관이 가상대학의 한부분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다음 단계의 캠퍼스 정보화가 지향하는 핵심과제는 보다 수준높은 디지털캠

퍼스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인지되며 그것은 가상대학시스템과 전자도서관시,
스템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가상대학시스템1)

가상대학시스템은 앞으로 대학교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사업이라고 인P
지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작성되지 못한 탓으로 관련자들과,
의 면담을 통해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가상대학시스템은 컴.
퓨터와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것으로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엄격한 의미의 가상대학이 있다 현재와 같은 대학체제와는 근본적으, .
로 다른 새로운 체제의 대학을 의미한다 즉 넓은 캠퍼스와 교직원 부속기. , ,
관 등 물리적 공간이 없으며 단지 컴퓨터와 네트워크상에서 창출되는 논리,
적인 가상공간에서 대학교육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상대학인 것이

다.1) 따라서 열린교육을 지향하며 평생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현재와 같
은 대학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대학이다 이처럼 원격교육으로서.
의 가상대학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화된 교육정보를 토대로

교육의 전과정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피교육자는 통신망에.
존재하는 가상대학시스템에 접근하여 입학 수강신청 강의 수강 과제제출, , , ,
학력평가 등의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즉 원격교육망을 통해 교육자와 피교. ,
육자는 원격강의 교재제작 학력평가 학사행정 학습자료제공 전자도서관, , , , ,
등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번째 고려할 수 있는 가상대학은 현재의 대학체제에 앞서 언급한 가상대

학시스템의 모델을 활용하는 포괄적인 가상대학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파.
악된 것으로는 대학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가상대학시스템은 전자의 가상P
대학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대학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가상대학을.
설치하여 열린대학 평생대학을 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

1)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상대학을 이해하는 데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며

된다 이채연 새로운 교육지평 사이버유니버스티. , , ! , <http://lotus.pwu.ac.kr/ lcy/「 」 ～

쪽 이 글에서 이채연은 이와 같은 가상대학이 관심사cyberuni.html> (1998. 1. 10), 1-15 .
항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교육외적인 요인으로 정. ,
보의 디지털화와 정보고속도로로 대변되는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둘째 현재의. ,
대학위기를 타개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교육체제의 경직성 붕괴와 대학의 다. ,
품종 소량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대학출현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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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스템은 결국 현재의 대학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에 디지털캠퍼스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후자의 개념이다 보다.
고수준의 학사행정시스템과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므로 고수

준의 디지털캠퍼스를 실현하는 핵심 사업의 하나인 것이다 현재에도 일부대.
학의 교수들은 가상대학과 같은 방식으로 가상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은 현체제의 대학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상대학. ,
시스템의 환경이 구축되면 독립적인 가상대학 말고도 기존의 대학체제에서

활용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도서관시스템2)

꿈의 도서관이라 부를 수도 있을 법한 전자도서관은 최근 년 사이에2 3∼
도서관과 정보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단어로 부각되어 왔다 전자도서.
관이란 문자정보 음성정보 영상정보 등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를 디지털형, ,
태로 저장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
는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으로 흔히들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미래도서관을 대.
표하려는 개념인 전자도서관의 이미지 속에는 기존의 도서관환경이 엄청나

게 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전자도서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들은 대,
개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 첫번째 관점은 앞에서 제시한.
다소 환상적인 형태의 전자 도서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서관과 정보기술의.
현실을 무시하고 기존의 도서관을 대체하는 새롭고 환상적인 미래도서관으,
로 묘사하는 경우이다 두번째 관점은 도서관현장의 현실에 기반하는 수용. ,
가능한 정보기술을 전제하는 기존의 도서관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미래도서,
관으로서의 전자도서관을 의미한다.2) 요즈음 전자와 같은 급진적인 관점의

전자도서관의 열기는 다소 주춤해 졌으며 기존의 도서관을 보완하고 강화하,
는 기능으로서의 전자도서관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서들에게서 그와 같은 입장을 많이 발

견할 수 있다 사례대학인 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도 후자의 관점에서 전자도. P
서관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2)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자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문헌

몇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근 편저 디지털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 , , ,『

가 민음사 이수상 디지털도서관론의 공과를 넘어 제 회 전국도서관대회, , 1997. , ( 35』 「 」

라운드테이블 발표자료 이수상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본 전자도서관의 구축방), 1997. . 「
안 한국의 대학도서관이 처한 현실과 관련하여 국회도서관보- - , 35(4), 1998,」 《 》

쪽4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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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의 구축계획은 현재 세P 21『

기를 향한 대 학교 도서관의 장기발전계획 이라는 이름의 내부문P (1997. 7)』

서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문헌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
로 전자도서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단계의 과정을 거쳐 구축될 것이라고 밝히3
고 있다 단계 년 는 전자도서관 구축의 기본환경을 조성하며 기존의. 1 (1997 ) ,
학술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 ,
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며 정책결정과 기본연구를 수행하는 등 전자,
도서관의 기본환경을 준비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단계 년 년 는 전자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에 의한2 (1998 1999 ) , Web∼

정보검색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격적인 개발단계로서.
전자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가장 핵심사업이며 또한 정보의 검색과,
가공 분석을 통한 정보상담업무도 개발하여 서비스하게 된다, .
단계 년 년 는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통합하고 고수준의 전자도3 (2000 2001 ) ,∼

서관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는 단계에 이어 이미지 동. 2 ,
화상 음성자료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귀중도서와, ,
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도 실현하는 등 고수준의 안정된 전자도

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예산의

소요도 만만찮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전자도서관은 성숙되고 안정된 도.
서관서비스의 실현의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이제 막 사업의

첫삽질을 한 상태라고 하겠다.

제 장 캠퍼스 정보화에 대한 평가 작업3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지난 년이상 동안에 추진해온 사례대학교의 정10
보화 내용 결과 그리고 미래의 발전계획 등을 간략하게 분석한 것이다 캠, , .
퍼스 정보화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의 형태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만 때로는 실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캠퍼스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 스,
며들고 녹아버리는 것도 있다 아무튼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앞. ,
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기에 캠퍼스 정보화사업은 지루하게 느낄

만큼 끝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피할 수도 없으며 피하려고 해도 안되는 막. ,
중한 사업이지만 기대한 것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이용자집단으로,
부터 외면받는다면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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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며 이용자집단으로부터,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까지 진행된 캠퍼스 정보화 사업

에 대해 진지한 평가작업을 시도하게 된다 현재로서 기반사업은 어느 정도.
일단락 지어진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이며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결국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캠퍼스 정보화의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볼 필요

가 있다.
사실 이제까지의 캠퍼스 정보화는 평가 한번 제대로 해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은 지나온 걸음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
아갈 올바른 길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판단된다 물론.
지금까지 평가작업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조금 앞서 캠퍼스 정보화.
사업을 시작한 대학은 후발주자들로부터 가볍게 평가받기도 하였을 것이며, ,
자체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거나 교육부와 같은 관계기관에 보고하기 위

해 평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년간은 모언론사가 주도하고 교. , 2
육부와 협력하여 개별대학의 캠퍼스 정보화를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들은 단편적인 평가이며 다소 행정중심적인. ,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제대로된 진단과 평가 작업이 못되었.
다는 것이다 사업주체에 의한 자체평가나 언론사의 선정적인 평가작업으로.
는 진솔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전의 평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례대학인 대학교의P
캠퍼스 정보화의 현단계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평가의 핵심은 특정한 잣대.
를 가지고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 정보화를 가장 많이 이,
용하는 이용자집단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보다 진솔한 평가이며 실용성의 측면을 강조한 평가 작업이라고 본다 캠퍼, .
스 정보화의 개발주체인 행정직원의 관점이 아니라 정보화의 결과를 직접적

으로 활용하는 이용자집단 학과사무실의 조교 교수 연구소나 기타기관의 관( , ,
계자 등 으로부터 정보화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
를 위해 많은 수의 이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집중적인 면담을 시도하였다 물.
론 대학 자체에서 발행한 문서에 나타난 평가 결과와 핵심사업의 주체들인

전자계산소와 도서관의 업무담당자들도 방문면담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비

중있게 다루고도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 면담을 통한 실증적인 평가에 앞서.
대학 스스로 문서로 나타난 평가 정보화 추진주체인 담당실무자들의 평가도,
부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정보화의 추진주체에서 바라본 평가라고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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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평가 작업은 지금까지의 캠퍼스 정보화가 무조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솔한 평가를 통해 애초에 추구한 캠퍼스 정보화.
의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살펴보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개선,
된 정보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체적인 평가내용1.

캠퍼스 정보화를 구축한 주체로서 직접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본다.
평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자체평가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것을 내세우고 잘못되고 부정.
적인 것은 숨기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극.
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면 이것은 아주 가치있는 평가가 될 것이다 이러.
한 기대를 갖고 그동안 대학교에서 생산한 문헌이나 정보화를 실제적으로, P
담당한 현장실무자와의 면담에서 나타난 캠퍼스 정보화의 현단계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대학교에서 생산한 문헌에 나타난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P
과 같다.3)

지금까지는 첨단정보통신 부분의 주관기관이 전자계산소와 도서관으로 이원화되"
어 전자계산소는 주로 하드웨어와 행정처리용 프로그램의 보급에 도서관은 정보처,
리시스템의 개발과 운용에 치중해 왔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에 대한 교육기능 홍보. ,
기능 인적자원 양성 기능 교육용 멀티미디어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 , ,
계 설정 등에서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도서관과 전자계산소로 이분되어 중복투자를 염려한 대목이다 제각기 자.
신의 영역 내에서 설정된 작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다소 범위를 넘어서는 부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 .
이와 같은 우려는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낳을 수 있는 것이기에 중요한 지적

이라 본다 일부의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는 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의 통합문제.
가 바로 그것이다 엄연히 서로 다른 성격의 역할이 존재하는데 컴퓨터를. ,
통한 정보처리와 관리를 강조하다 보니 쉽게 빠져버리게 되는 논리이다 결.
국은 캠퍼스 내에서 도서관과 전자계산소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학술정보' ' ' ' '
관 문헌정보관 종합정보센터 등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일부 대학에', ' ', ' ' .
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과 전자계산소의 통합이 옳.

3) 대학교 대학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특별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대학 교육개P , 『
혁 실적 및 계획 쪽, 1996. 8.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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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른 것인지는 복잡한 문제이기에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캠퍼스.
정보화의 중복투자를 우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결방안이 엉뚱하게 제시

된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도서관과 전자계산소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정보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
만을 강조하는 기술편의주의적 시각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는 다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학사행정시,
스템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 그리고 교내전산망 구축에 직접 관여한 현장, ,
실무자는 현단계의 캠퍼스 정보화에 대해 다른 방향에서 평가하고 있다.

학사행정시스템에 대한 평가1)

먼저 학사행정시스템에 대한 현장실무자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다.

당초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던 대학의 리엔지리어링 작업은 구상대로 추진되"
지는 못하였다고 본다 가장 큰 장애요인이 바로 교육법과 같은 각종 제도적인 문.
제였다 앞으로 환경이 변화되면 새로운 관점에서 리엔지리어링이 가능할 것이다. .
획기적인 변화는 힘들더라도 학과중심의 학사행정업무 체제는 가능하리라 본다 사.
실 제도적인 장애 이외에도 관련자들에게 리엔지리어링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데

도 애로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업무현장에서 요청이 올 정도로. .
마인드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잘만하면 우리 학교의 고유한 모델을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위의 평가내용에서 보듯이 학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실제적인 작업을 수행하려는 시점에서는 단순한 학사행정의 기능적인 효율

성을 추구했던 것은 아닌 듯 싶다 거기에는 대학의 학사행정업무 방식의 획.
기적인 변화를 토대로 대학조직의 리엔지리어링을 추구하려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결과가. ,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었다는 것이 자체평가이다 단순반복적인 학사행정.
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방식 또한,
중앙 대학본부나 단과대학 단위 행정중심에서 말단의 학과단위로 운영할 수( )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였으며. ,
도리어 업무가 중복처리되는 불합리한 면이 나타나게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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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2)

도서관의 학술정보시스템에 대한 현장실무자의 반응은 현재의 문제점을 제

대로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학술정보시스템의 경우 내부적인 업무처리 모듈.
은 이용자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검색모듈과 같은 외부모듈.
은 이용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이용자들로부터 즉

각적인 항의를 받게 된다 그러니 현장실무자는 이용자집단의 반응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 내부업무적인 모듈에 대한 문제점은 별도로 하더라도 학술정.
보시스템의 외부모듈인 이용자검색기능에 대한 현장실무자의 평가를 들어보

면 다음과 같다.

우리 도서관의 학술정보시스템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을 구분해 볼 때 내"
부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외부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본다 외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검색기능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개인별 구입신청도서.
가 완벽하게 접수되지 못하며 검색결과도 소장데이터의 약 정도밖에 나타나, 70-80%
지 않는다 그러니 교내 이용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외부대학의 시스템에 대. .
한 접속율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70-80% ."

이와 같은 학술정보시스템의 현단계 평가 말고도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전자

도서관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도 현장실무자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에 빈틈

없는 계획과 분별있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러니 무계획적이고 무분.
별하게 너도나도 앞다투어 경쟁하듯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도리어 대학간,
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전자도서관에 치중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의 실무자로서 다음과 같은 불만을 나타내 보였다.

지난 년 교육부나 언론사가 주관한 대학평가의 하나로서 전자도서관 구축정도를 따질" '97
때 많은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대학간에 위화감까지 조성

한 것으로 기억한다 전산실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현실과 맞지 않는 생각인지 몰라도 국.
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없이 너도나도 즉흥적으로 전자도서관을 계획하고 경쟁하듯이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보고는 늘 씁쓸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무계획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본다 아마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가 무분별한 전자도서. IMF
관 구축사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교내전산망에 대한 평가3)

교내전산망 활용에 대한 현장실무자의 평가는 속도문제 말고는 다소 긍정

적이라 하겠다 교내전산망은 순수기술적인 측면이 많은 관계로 기술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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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만 없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 .
하고 있는 관계로 속도의 저하문제는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다 교내전.
산망 활용에 대한 현장실무자의 반응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그다지 큰 문제없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교내전" .

산망을 보다 더 빠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올해부터는 방식의 백본. FDDI 100MB
은 인 방식으로 전환되어 속도가 향상될 것이고 전산망에 연(backbone) 622MB ATM ,

결되어 있는 주요 서버 또한 에서 또는 로 바꾸어질 것이다 문10MB 100MB 150MB .
제는 돈인데 아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

교내전산망의 활용문제는 속도문제가 아주 크다고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활용수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숙한 활용으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내전산망, .
이용에 대한 이용자교육은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계산소의 한 실무.
자는 교내전산망 활용교육 뿐만 아니라 전산환경 전반에 걸친 이용자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전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 ,
용자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되어 전자계산소는 이용자교육에 더욱.
치중할 것이다 인터넷활용 교육 프로그래밍언어 교육 각종 패키지활용 교육. , P/C , ,
등 많은 영역에서 이용자교육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교육에 드는 비용은 철저하게.
수요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이용자집단의 평가내용2.

여기서는 캠퍼스 정보화의 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이용자집단과의 면담에서

내보인 반응을 통해 현단계를 평가하게 된다 그다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
지만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집단의 평가는 어떠하며 아울러 미래의, ,
정보화 방향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힘들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자들이 외면하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러기에 훌륭한 시스템은 언제나 이용자의 측면에서.
설계하고 개발하여야 가능하다.
피면접자인 이용자집단은 학과의 행정주체인 행정조교 교수 연구소와 기, ,
타기관의 관계자로 한정하였다 학생들도 주된 이용자집단이지만 캠퍼스 전. ,
반에 대한 이해가 낮고 즉흥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에 제외하였으

며 일반직원 또한 개발주체이기에 면담에서 제외하였다 약 명 정도를 면,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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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집단으로 선정하여 면접을 시도하였다 면접은 년 월부터 시작하여. 1997 12
년 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중에서 성실하게 응해준 사람은 명 학과1998 2 , 40 (

조교 명 교수 명 연구소 관계자 명 기타기관 관계자 명 정도였다18 , 10 , 9 , 3 ) .
미리 준비한 면담내용을 가지고 조사요원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반응을 점검하였다 면담의 주된 초점은 피면담자가 캠퍼스 정보화의 이용자.
로서 체감하고 있는 정도가 어떠하며 현재의 정보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
는지에 대한 것이다.

학사행정시스템의 활용 문제1)

학사행정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된 시점은 최근 공식적으로 년 월 이므로( 97 9 )
아직은 충분한 만큼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4) 아무튼 학사행정시'
스템 워크플로우 포함 의 활용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 ) ?'
문을 통해 드러난 응답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못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은 충분하게 인지되어 있지 못한 탓도 있지만. ,
이용자집단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절실하지 못한 점이 낮은

활용도를 나타내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싶다 특히 학사행정시스템 활용에 있.
어 핵심단위가 되는 학과의 조교집단에서 나타난 반응은 캠퍼스의 학사행정

처리가 학과단위로 중심이동할 것이라는 당초의 계획이 제대로 달성하지 못

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히려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혼재하는.
이중처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이 많았으며 시스템의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불만도 더러 있었다 교수집단의 경우는 학사행정시스템이 곧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인지할 만큼 정도였으며 그런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많,
이 드러내었다 학사행정시스템에 대한 반응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반응이 많았기에 이것은 이용자집단.
의 유형에 따라 세분하였다.

학사행정업무에의 활용 정도①

사용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
학사업무 성적처리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단순한 업무처리 정도 뿐이" , ,

4) 학사행정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구축사업의( )
공식일정은 년 월부터 시작하여 년 월에 종결되었다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살펴보94 4 97 9 .
면 다음과 같다 기본 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체결단계 계획수립단계: 1) (94.4-95.2), 2)

현행업무 분석단계 개선모델 개발단계 시스템(95.3-95.4), 3) (95.4-95.6), 4) (95.5-96.1), 5)
도입 및 환경구축단계 프로그램 개발단계 사용자 교육 테스(95.10-97.5), 6) (95.11-96.5), 7)
트 및 인수단계(97.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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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시스템은 못되는 것 같다. ."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불만②

프로그램이 자주 다운된다" ."
각 업무 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에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
시스템의 구성내용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다 새로 입력하는 일이" .

있어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많다."
이용자를 생각하지 않고 설계한 것 같다" ."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반응③

조교[ ]
교수가 요구하는 것 경조사 홍보와 통근버스 시간과 같은 잡스러운 정보" ,

를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한다 워크플로우 에서 알 수 있는 것을. (workflow)
서류로 또 보내오기에 이중의 비용과 노력이 드는 것 같다."
공문확인과 발송 학교소식을 접할 때에 활용하지만 자주 이용하는 편은" , ,

아니다."
사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교수[ ]
이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이 잘 안되는 것 같다" . ."
바빠서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하더라도 주로 학생들에게 부탁한다" . "
게시판이나 메일 정도는 확인한다" ."
글을 한번 올리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다" ."
교수들은 사용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인지도도 낮아 이용이 잘 안"

된다고 본다."

연구소 기타기관 이용자[ / ]
사용해보지 않았다" ."
편리하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단계라 그런지 문서작성이 어렵다 또한 문" . .

서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좋겠다."
문서회신 열람 세미나정보 등을 확인하는데 편리하다 하지만 업무가 많" , , .

아 제대로 활용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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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점은 별로 없다" ."
게시판에 중복되는 자료가 많고 필요없는 자료가 많이 올라온다" , ."

학사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집단의 반응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
교집단의 반응으로는 첫째 학사행정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활용도, ,
또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활용한다는 응답이 거의 나오지 않았으며 응답이. ,
있더라도 단순한 업무처리 정도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불만스러운 반응도 일부 나타났다 둘째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는. ,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가치있는 정,
보활용의 수준까지는 못되는 것 같다 가장 많게 나타난 응답은 소식을 접할.
때에 이용하지만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니라는 반응과 이중작업에 대한 부,
담을 들고 있다 아직은 자주 이용할만큼 또는 이용해야할 만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다 긍정적인 반응이라면 정보를 얻는데 걸리.
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정도였다.
교수집단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 말고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 특별히 개.
별적으로 직접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 아닐 수 있으며 학과,
단위에서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이지만.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하더라도 학생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스템의 기능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연구소나 기타기관의 이용자집단의 반응은 앞의 두 집단과는 별다른 차이

가 없는 것 같다 교수집단과 마찬가지로 학사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주.
체가 아니라서 그런지 학사 행정시스템에 대한 반응은 거의 없고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반응만을 내보였다.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의 활용 문제2)

도서관의 학술정보시스템의 경우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이 나타났

으며 이용하더라도 기능상 결함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이용자집단의, .
입장에서 보면 학술정보 시스템은 교내외 학술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

고 실제로 원문을 입수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술정보시스템.
은 이용자인터페이스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며 기능적인 결함이 많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용자집단의 반응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조교[ ]
이용하지 않는다" ."
검색방식에 따라 검색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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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도서관에 직접 가보면 서가에 없는 경우"
가 많다."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검색된 결과를 직접 확인하면" . .

다르다."
소장정보의 검색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외부정보의 검색은 아직 미흡하" ,

다."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으나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홍보가 좀더 필요" , .

하다고 본다."
검색시스템의 사용은 어려운 점이 없고 괜찮다고 본다" ."

교수[ ]
이용하지 않는다" ."
바빠서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하더라도 직접 하지 않고 학생한테 부탁한" .

다."
소장하지도 않은 자료가 검색되는 등 검색이 불완전하다" ."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는 데는 별반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자료가 입수되고" .

그것을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최신자료에 대한 검색

이 어렵다."
학교외부에 공개할만큼 내실을 갖추어야 하겠다" ."

연구소 기타기관 이용자[ / ]
대개 학생을 통해 이용한다" ."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다운이 잘되고 제대로 검색이 안되는 것 같다" , ."
자체에서 해결되므로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주로 예술대학이나 인문학의 일부 분야의 이용

자집단에서 나왔다 적절한 이유없이 무조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지.
만 관심영역의 특성상 학술정보를 이용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소장하고, ,
있는 장서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사용한다고 응답하.
더라도 불만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특히 제공.
되는 검색방법 중 주로 도서관 내부에서 검색하는 경우와 웹을 통해 검색하

는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에 불만이 큰 것 같다 이것은 결국 도서.
관에 소장하고 있는 장서라도 검색방식에 따라 소장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기에 심각하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불만적인 사항은 검색기능의.
불편 이용자홍보의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전체적인 반응은 이용자집단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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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인터넷의 활용 문제3)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서는 대체로 다양한 유형의 응답이 나왔다 가장 많은 반응은 속도가 느리다.
는 것이다 비록 일부이지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대체로 이용. , .
한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이용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 ,
전공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 사용하는 경우로 이때 인터넷을 도서관의 대,
체정보원으로까지 인식하려는 경향도 나타내었다 둘째 메일의 송수신 신문. , ,
이나 각종 공지사항 등 생활정보를 얻을 때 사용하는 경우이다 인터넷 활용.
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교[ ]
속도가 너무 느리다" ."
신문이나 각종 공고사항 기타 정보활용에 자주 이용하는 편이지만 속도" , ,

가 너무 느리다."
학문 특성상 관련자료를 검색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효과는 적은" .

것 같다 속도가 느리며 이용자들이 절제없이 이용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 ,
다."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원문의 입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소재" ,

파악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의" .

상호대차와 같은 것을 활용하여 복사신청을 웹으로 할 수 있었으면 ..."
우리의 경우 관련분야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활용한다" ."
매우 유용한 정보자원이며 도서관에 비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공분" , .

야와 관련된 연구소에 직접 접근하여 세미나정보나 연구동향 등을 파악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자료검색의 경우 일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대부분은 국내기관에 복사신청하여 원문을 구해본다 외국의 경우는 너무 가.
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해보기 어렵다."

교수[ ]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다" ."
다른 기능은 이용하지 않지만 전자메일기능은 이용하는 편이다 느리지만" , .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메일이나 여가적인 정보를 구할 경우 이용한다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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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이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자료에 대한 정보는 구할 수 있지만 원문을 구할 수" . ,

가 없다."

연구소 기타기관 이용자[ / ]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나 속도가 느리고 다운이 잘된다" ."
속도가 느리다 접속이 불가능할 때가 너무 많다 시스템이 불안한 것 같" . .

다."
이용하지 않는다" ."

속도문제 이외에는 교내전산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는 것 같다 교.
내전산망의 속도는 전자계산소의 담당직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

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기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 대, .
신에 정보자원의 식별기능의 하나로서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지

만 대개는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을 불만으로 말하는 것 같,
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으로는 부족하기에 인터넷이나 다른 통.
신망에 흩어져 있는 정보원을 뒤져본다고 한다 그러나 원문자체를 간편하게.
입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보자원의 존재를 식별하는 정도이지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공대나 상대에서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왔.
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망의 활용이 많다는 것을 의,
미할 수 있다.

가상대학시스템의 구축 문제4)

가상대학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소하게 인지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교육의 전형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고한 인식 등이 결부된 것이지 몰라도 대부분의 대답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아예 무반응인 경우도 있었다 사전. .
에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도 별생각이 없다는 반응이었으며 일부 이용자집단,
에서만 의견을 내보였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교[ ]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만일 구축된다면 비용이 문제일 것 같다" , ."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기존의 구도를 흐트리는 일만 없으면 찬성이다" ."
앉아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중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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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을 주도하고 하부조직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현이 가능

할 지 의문이다."
기술적으로 미흡할 것 같다 교수 학습에서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 . -

어지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되기에 질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
같다."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과 교수는 소외된다 정보의 불평등이 심" .

화될 우려가 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 대학교육은 교수와 학, .
생간에 인간적인 접촉이 가장 중요한데 ..."

교수 별로 관심이 없다[ ] " ."
찬성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교육은 인적" . ,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실제로 사용하게 될 사람들 가운데 컴퓨터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
우리 대학의 현실과 학생들의 요구 그리고 외부와의 연결이라는 점에서" ,

일단은 찬성한다 그러나 절대로 남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지 기계 기술을. . ,
도입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의 생각과 습관.
들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서로가 충분히 공유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소 기타기관 이용자[ / ]
잘 모르겠다" ."
물리적 환경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학점과 학위를 부여하는 모습은 무리다 학위나 학점에서 부실화가 의문" .

시 되는 가상 대학이 우후죽순 생겨나면 검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중복.
투자가 된다 재교육이나 국민교양증진 차원에서는 효율적이다 지역사회에. .
봉사할 수 있으며 자리가 없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기회가 생긴다, ."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학교에만 국한시키지 말" .

고 인근대학과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겉만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선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찾기에 더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의 학풍과 학맥 만들기. ,
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들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다."

가상대학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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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것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커뮤니케이션을 전제하지 않는 교육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보의 불평등 현상 상업적 논. ,
리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었다 가상대학을 실현하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왜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충분,
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전자도서관의 구축 문제5)

가상대학 만큼은 아니지만 전자도서관도 이용자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시,
스템인 듯했다 관심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사회계열 이용자들에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그. .
러나 면접자의 설명에 따라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한 후 내보인 반응은 의외

로 다양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라 할 수 있는 조교집단의 반응은,
꽤나 다양하게 나타났다 미래도서관의 한 전형으로서 기존의 도서관과는. ,
다른 새로운 체제의 도서관으로서 디지털캠퍼스 구축에 핵심정보자원이 되,
는 전자 도서관에 대한 캠퍼스 구성원들의 현재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조교[ ]
평소에 잘 듣지 못했다" ."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다" ."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용하는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겠다" , ."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정리와 검색이 안된다면 디" .

지털화가 별로 필요없다고 본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도하여야 한다" ."
다른 대학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
도서관과 전자계산소가 중복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발했으면 한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

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 웹을 통해 검색가능한 것 까지 굳이" ( )

도서관이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고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미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접근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더 나을,
것 같다."
원문데이터베이스는 우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을 구축하고"

으로도 제작하면 좋겠다CD-ROM ."



캠퍼스 정보화의 현단계에 대한 평가 87

교수[ ]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논의보다 현재의 도서관에 양질의 장서와 전문사서"

를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할 필요는 없다 종이매체가 갖는 장점도 있다 도서" . .

관 상호간에 희귀자료 목록을 갖추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국가적인 현실과 지금 팽배해 있는 이론들간의 괴리를 명확히 인식한 가"

운데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대세를 따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합리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전자도서관을 무조건 반.
대하고 기본장서를 먼저 구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도 주위의 분위기나

환경을 무시한 주장이다 우선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학교를 진정 최고의.
대학으로 만드는 것은 도서관을 올바르게 세워 내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

를 이끌어 내고 도서관에 대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이 디지털화 되었을 때도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길은 소장장서의 특성화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도서관과 학.
교 당국은 이러한 작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연구소 기타기관 이용자[ / ]
이용자의 입장에서 환영하는 편이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

하고 기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학술정보에만 국한되지 말고 분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
먼저 기본장서를 갖추는 일이 급선무이며 이에 병행하여 디지털화를 추" ,

진해야 할 것이다."
기본장서의 확충이 우선이다" ."
이용자의 관점에서 계획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

우선 조교집단의 중요한 반응 몇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전자도서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둘째 효. ,
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른 대학과.
공유할 수 있고 학내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그런 전자도서관을 바라는 것

같다 셋째 이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반응도 보였. ,
다 넷째 성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추진하기를 바라기. ,
도 하였다 교수집단의 반응은 전자도서관보다 현재의 체제에서 양질의 장서.
와 전문사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는 것 종이매체도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도서관도 좋지만 현재의 도서관. ,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발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연. ,
구소와 기타기관의 이용자들도 앞의 두 집단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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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4

지금까지의 캠퍼스 정보화는 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캠퍼스내에서 생산되고 수집되는 모든 지식과 정보자,
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보다는 사업주체와 사업내용이 기능

과 기술 또는 행정단위에 따라 분화된 다수의 개별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왔

다 학사행정시스템은 학사행정정보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도서관 학술. ,
정보시스템은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학술정보만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캠퍼스 내에는 학사행정정보와 도서관 학술정보 이외에도 수많은 정보자원

이 생산되고 수집관리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즉 캠퍼스내, . ,
의 각종 지식과 정보 자원을 통합하고 공동활용하는 지식경영적 차원의 캠

퍼스 정보화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론적 문제로 인해 이용자집단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

고 있다 이들 비판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을 개발. . ,
하고 관리하는 주체 도서관 전자계산소 가 상호연계되기 보다는 고립분산되( , )
어 있으므로 중복투자의 우려가 많다 둘째 각 시스템마다 데이터베이스의. ,
구조가 다르게 설계될 수 있기에 상호연결을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긴다.
셋째 개별 시스템마다 중요한 정보자원을 분산관리하게 된다 넷째 도서관, . ,
은 정보자원관리의 핵심기관이면서도 캠퍼스 정보자원의 일부분만 관리하는

부속적인 역할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 다섯째 분산고립시스템이므로 캠퍼스. ,
정보자원의 통합관리가 어렵게 된다 여섯째 정보자원이 통합되지 못하므로. ,
고수준의 응용시스템 가상 대학시스템 전자도서관시스템 등 의 개발은 계속( , )
헛돌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이용자집단이 요구하는 캠퍼스 정보화는 다음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
는 시스템임을 면담에서 넌지시 밝히고 있다 첫째 행정기능이나 논리에 우. ,
선적인 것이 아니라 이용자친화적인 캠퍼스 정보화를 필요로 한다 이용자들.
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
실용적인 정보화가 필요하다 캠퍼스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속에 정보화.
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친숙한 정보화가 필요하다 셋째 첨단기술을 활, . ,
용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보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시스템을 원

하고 있다 현재 적용가능한 최소한의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이용자들의 다양.
한 정보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캠퍼스 정보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넷.
째 뚜렷한 정보정책이 없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투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복투자되고 분산되어 있는 각종 캠퍼스 정보자원의 관리체제를.
보다 통합적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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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것은 기존의 캠퍼스 정보화 사업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방법론에,
따라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행정중심적이고.
기술중심적인 정보화보다 이용자친화적이며 정보중심적인 캠퍼스 정보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캠퍼스 정보화는 보다 실용.
성이 있는 디지털캠퍼스를 개발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것은 우리의 대학환경에 적합하며 보다 실용적인 정보화만이 경쟁력이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니 앞으로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캠퍼스는 캠퍼스 정보자원을 통합관리

하여 캠퍼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분산.
운영되는 정보자원관리 방식보다는 도서관의 학술정보시스템의 외연이 확대

되고 캠퍼스내의 모든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정보자원 중핵시스템이 되,
며 이를 토대로 개별시스템이 연결되고 개발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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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이 그 소속하고 있는 사회에,
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회복하게 할 뿐 아니라 증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범세계적 지식혁명 대열에 공공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공공도서관이 지식혁명의 대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지식을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식을

체계화하고 또한 통합하여 전세계 지식을 네트웍으로 구축할 수 있는 지식

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에서 시작되었던 시범사업과 공

공도서관이 주도하여 도서관의 혁신을 위해 기울였던 두 가지 노력을 덧붙

여 소개하고자 한다 두 가지 사례 모두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공공도.
서관이란 제도를 이용하여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공공도서관이 국가지식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과 만약 정보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서 세계 다른

지역의 협력자나 다른 지식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면 공공도서관이 국가지식

인프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질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결론으로 에서는 도서관이 조직적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전세계 도서IFLA
관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세계적 지식 혁명에 도서관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 논문을 통해 호소하고자 한다.

서 론1.

년 월 상해도서관 신축개관을 축하하는 간단한 축하연이 개최되었다1997 5 .
개관축하 행사기간중에는 로마스타일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도서관 앞에 지"
식의 광장 이라는 이름의 현수막이 붙여있었다 이따금 자신을 지식의 선두" .
주자라고 자랑하는 도서관의 로고와 연유해 볼 때 이는 적절하게 붙여진 이

름이었다 도서관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는 결국 지식이기 때문이다. .

현재 지식은 국제무대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이 지식경제. " "
혹은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 라 불리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
바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내에서도 지식혁명 의 영. " "
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많은 도서관.
들은 이러한 지식혁명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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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안고 있는 중요한 쟁점은 도서관이 범세계적 지식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라 할 수 있겠다 이 질문에 대.
한 답변으로 지식혁명 이 도서관계에 또 다른 문화 혁명이 될 수 있다는 증" "
거와 분석자료를 이 논문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도서관은 전대미문의 다양하.
고도 풍부한 지식을 정보고속화 도로의 일부분으로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접

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도서관은 고상하게 그리고 사람중심의

휴식공간으로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범세계적 지식경제와 그.
인접해 있는 지극히 적은 환경 영역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
실상 도서관은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최종 이용자와 컴퓨터를 강력한 네

트웍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식혁명의 도래2.

우리가 지식혁명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인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 ,
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기본개념의 습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보와 지식2.1

정보와 지식이라는 두 용어는 다소 아니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교환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데이터 정보 그리고 지식간. , ,
의 개념적인 구별에 대한 토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잘 알려진 모델중의 하.
나가 피라미드 형태로서 가장 밑바탕에는 데이타 그 다음이 정보 그리고, ,
지식 그리고 최정상에는 학문 혹은 지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간단한 모델은.
지식은 정보의 일부분이지만 모든 정보가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정보처리를 위한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정보라는 개념에서 지식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을 두 범.
주로 구분해 볼 때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성은 더욱 느낀다 코드화된 지식.
과 묵시된 지식 즉 명백하고 초점이 있는 지식을 코드화된 지식이라 부른,
다 이렇게 코드화된 지식은 일반적으로 매체에 수록될 수 있어 형태를 바꿀.
수도 있고 전송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다 한편 묵시된 지식은 지식인.
의 의식속에 있을 수 있거나 어떠한 숙련된 기술속에 혹은 코드화된 지식을,
처리하거나 개선하는데 필요한 노하우 속에 있을 수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는 일상생활중에 급속하게 발전된 과학과 기술을 보았고 특정한 분야에

서도 급속하게 발전된 과학기술을 보아왔다 사람들은 묵시된 지식보다 구체.
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코드화된 지식을 보다 손쉽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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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오직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하.
는 지식에 접근할 때에는 장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종류.
의 지식을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원칙이나 규칙들은 알려지고 있지 않은 상

태이다.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제 그리고 지식혁명2.2

지식경제라는 용어의 출현은 년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년에1990 . 1996
발행된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는 생산 분배 그리고 지식의 사용을 기OECD , ,
본요소로 하여 구성된다고 직접 언급되어 있다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는 경.
제 사회 분야에서 급속하게 패러다임을 변형시켰으며 이렇듯 기술혁명에 따·
라 변화가 급속히 진행된 경우는 과거 수십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

다 대량의 디지털화된 데이터와 정보를 저렴하고도 손쉽게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였다 지식혁명은 지식경제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혁명이란 용어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과 그와 관련한 노동의 대가가 전세

계적으로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지식 혁명과 관련하여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중 지식혁명에 대한 중대.
한 획을 그은 활동으로 몇 나라의 정부지도자들과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
범세계지식 국제회의 가 세계은행과 캐나다정부가 후원하여 년 월'97 " 1997 6
일부터 일까지 캐나다에서 개최되었었다22 25 .

한 나라의 지식체계라는 것은 공공의 복지 그리고 국민의 생산 활동을 증"
진시키기 위해 지식을 유발시키고 지식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에, ,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지식을 융합시키고 지식을 보급하고 그리고 지식을, , ,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기관들과 민간분야 기관들이 네트

웍을 구축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슷한 개념의 용어로서 년" . 1998 6
월 일자 세계개발보고서 개요에 국가지식 인프라라는 말이 들어있다 국30 '98 .
가정보 인프라의 개념과 국가지식 인프라의 개념을 중요 요소별로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세계은행의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지식네트. 1998
웍은 지식층과 그들 조직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둘 사이에는.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국가지식인프라가 인간 인프

라인 반면 국가정보인프라는 기술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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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인프라와 국가지식인프라의 중요 요소 비교

국가지식인프라(NKI) 국가정보인프라(NII)

지 식 인1.
지식기관2.
지식 네트웍3.
원거리 통신 인프라4.

기술 장비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확산1.
정보 그 자체2.
기술의 적용과 소프트웨어3.
사람 판매자 운영자 서비스제공자4. : , ,

자료제공: NKI,(6); NII,(7)

지식 인프라로서의 공공도서관3.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식의 혁명 저주인가 축복인가3.1 :

개발도상국에서의 공공도서관은 특히 학술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보다 전산

화 능력면에서 월등히 뒤쳐져있다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정보화시대 도.
래에 대비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일부 사서들은 도서관의 전통적인 업무.
들이 컴퓨터와 네트웍시스템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몇몇 비관.
적인 논쟁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전통적인 사서직은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언제 그 죽음이 올 것인가라는 답변만이 남아있다고 했다 낙관. .
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정보화시대의 사서들은 다른 역할자들이

이루어 놓은 과실로부터 열매를 수확하는 단순히 수동적인 중간 역할자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두가지 견해를 통해 도서관인이 그 시대의 선구자로.
서 지식을 창조하거나 분배하는 중간 역할자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은행이 지식과 관련하여 하고 있는 활동.
중에는 공공도서관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소 설명할 수 있는 부

분이 있다 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참석자는 명이상이. GK97 2000
었으나 그중 도서관인은 오직 명이였음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하나 있었다7 .
이 명의 참석자중 명은 대학 혹은 학술단체에서 그리고 명은 회의주최국7 6 1
인 캐나다국립도서관에서 온 네트웍 전문가였다 그 회의에서는 주제가 광범.
위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개이상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도서관이100
라는 용어는 결론의 마지막 부분인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원회'97
보고서에서 전자도서관 이라는 단어로 단 한번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 .
정보혁명과 정보경제가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지식혁명은 정보를 인간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를 인간적 측.
면에 맞추어 지식혁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공공도서관을 위협하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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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 오히려 공공도서관을 위해 제공된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겠다 왜.
냐하면 도서관은 궁극적으로 인간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는 기관들이기 때문

이다 공공도서관의 다음과 같은 특징은 정보화시대의 장점이 된다. .

o 공공도서관은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최초의 정거장으로 따라서,
공공 도서관을 도매상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o 시대에 뒤쳐진 선각자의 생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도서관이 갖고 있는

물리적 공간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제공할 수 있다.
o 공공도서관은 정보인프라 달성 이상으로 정보와 지식을 주민들에게 널리 보급

하는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도서관 국가지식 인프라의 주요 연결 통로3.2 :

도서관은 자연적으로 지식인프라의 필수적인 분야를 차지 할 수밖에 없다.
몇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지식관리자라는 명칭은 도서관인의 또 다른 이

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회도서관의 장래전망기술서 개요에서 도서관은. "
정보를 지식으로 변형시키고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즉 지혜를 처리하는 과,
정의 촉매자로서 그리고 참여자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 라고 서술"
되어 있다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 역시 공공도서관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으로 볼 때 도서관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식혁명을 이

루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대부분의 학술 혹은 전문도서관의 몇몇 사서.
들은 새로운 변화에 일찍 적응하여 지식센터 혹은 지식의 중추센터 를 설" " " "
립하였고 대학도서관에서도 도서관의 구조조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센터들.
은 이름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보통의 도서관과는 다른 면이 있다 업무.
를 완전 전산화하고 통신기술을 도입하여 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사서들의 위치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샌프.
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미첼 브라운이 제의한 지식기C. "
반사업 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도서관내에 지식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는 것으로 도서관과 협동하여 하나의 지식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
도서관인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연속적인 출판 또한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이 국가적 지식전략 구축을 위해 그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몇몇 사람들은 지식의 기관사로서 그 역할

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도서관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인. "
프라 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는데 어떤면에는 오히려 지원자로서의 역할" ,
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국가지식인프라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경제 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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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해 도서관의 기능은 꼭 강화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도서관이 언제까지나 공공기금을 삼키는 블랙홀로서만 존재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인류사에서 도서관이 그 본연의 역할을 잘 해 왔듯.
이 정보화시대에서도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같은 정도의 수준까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확실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 수행3.3 :

본인은 도서관의 기능을 지식 인프라 측면에서 기술할 때 지식의 중추센터

라는 말보다는 지식의 제공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다 중추센터 는 단순히. " "
의사소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제공자 라는 단어가 좀 더 적절할 수 있다" "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도서관은 도서관이 다루고 있는 사회적 지식

의 가치를 높여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도 창출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대

로 이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사람과 지식의 연결3.3.1

정보인프라의 설립에 따라 사람과 기계 코드화된 지식과 묵시적 지식1) 2)
문화와 경제 지식과 그 소비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지금까3) 4) 5)

지 필요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상호 작용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정.
보고속화도로로 향하는 공식적인 접근점으로 간주되어 왔다 다른 인터넷 서.
비스 제공자들과는 달리 물론 이들 또한 정보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공공, ,
도서관에서는 네트웍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또는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협력망을 이용하여 지

식과 정보를 다운로딩하거나 제공해 주는 등의 오프라인중계자로서도 그 역,
할을 수행하여 왔다 도서관이라는 장소는 지식인들이 모여서 상호 의사를.
교환하고 묵시적 지식을 생산 해석하여 코드화된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장소,
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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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체계화3.3.2

회색문헌 디지털자료 인터넷자료 등이 출현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해, ,
왔던 목록작업 색인작성과 같은 업무가 지식의 체계화라는 개념으로 개조되,
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웹사이트에서 장서를 수집하는 것과 같이 과거보다.
훨씬 더 수준높게 지식을 체계화시키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이미 목록이 작성되고 있고 웹사이트상에서의 장서 수집은 더욱 발

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서가 도서관을 자주 찾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료를 선정하고 정보를 처리하던 일들이 네트웍상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원거리통신시설이 병목현상을 빚어 이용자가 항상 많은 시간을 기다.
려야 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그지역의 웹사이트에 자료를 소장한다는 사실

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영원히 도서관.
서버에 저장되어 인터넷상에서 검색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
래의 이용자에게도 가치가 있는 자료로 남겨질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우리, ,
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수명이 매우 짧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의 통합3.3.3
정보를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느 쪽에서든 정보를 상호 접속할 수 있

도록 해주기 위함 일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보를 보다 더 유용하게 사.
용하고자 정보통합의 개념을 더욱 중요하게 간주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새롭.
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도서관에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 될 수 있

다 공공도서관이 그 지방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현재 공.
공도서관이 수행하는 자료의 단순한 기술적 처리만으로는 아니 단순한 것,
보다 다소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수행 할 수 없,
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많은 이용자들이 평범한 참고.
서비스를 벗어나 독특한 질문에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관인들이 얼마나 많은 장서를 수

집해서 정보로서 편찬하고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다.
물론 이 논의에는 이용자서비스에 대한 요금부과의 문제 뿐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까지도 포함되어졌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에서는 도서.
관과 다른 정보서비스간의 경계가 더욱 분명하지 않다 다른 한 편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네트웍 설립과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 통합 비용을 엄청나게

감소시킬 것이고 따라서 비용분담제도는 더욱 쉽게 마련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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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세계적 네트웍 구축3.3.4

지역우선주의는 공공도서관을 강하게 한편으로는 취약하게 만드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도서관계와 다른 정보제공자들이 범세계적으로 네.
트웍을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공공도서관도 범세계적 지식에 접근 할 수가

있다 지식의 네트웍 구축은 단순한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기관간의.
국제적인 협동 문제이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이 나왔.
는데 이를테면 지식교환을 위한 문화교류협력이라든가 개발도상국가 의사결,
정권자들을 위한 문화교류협력과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호대차제도를 고려해 볼 때 도서관계가 상호

협력하여 지식의 네트웍을 구축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없다.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나 과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세계 어느 지역에

존재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예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지방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녀가 이상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소녀가 앓고 있는 병은 몇 년전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 오직 문헌을 통해서만 소개되었던 질병이었다 그러나 수십명.
의 외국의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 병에 대한 지식과 조언을 보내주어 결국

이 소녀가 인터넷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본인은.
이따금 강연을 할 때마다 혹은 회합이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곤 했는

데 청중들은 그 때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녀가 앓고 있는 질병은 너무 이상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뉴스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질 수가 있었고 곧이어 의학연구소의 정보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이

쇄도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대부분의 정보 탐색가들에게 그러한 행운이 따.
를 수는 없겠지만 이 사례와 이 질문자들은 나로 하여금 지방공공도서관이,
세계적 지식 네트웍 구축에 있어 촉매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혹은 될 수 있

다고 믿게 만들었다.

지식혁명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역할 중국사례4. :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보고서가 중국어로 출판됨에 따라 중국의 지식OECD
사회에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 란 용어가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러" " .
나 일반적으로 중국은 지식산업 특히 도서관계에서는 중국 이외 지역에서, " "
지식혁명이란 이름 아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리 인식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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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와 유사.
한 지식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어 산.
업이 발달된 몇 몇 해안 지방과 도시는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반

면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가난과 무지가 아직까지 시급한 문제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정보와 지식에 관한 한 양쪽 지역 모두 같은 딜레마에 빠져있다.
다음의 이야기는 중국내 공공도서관이 이제까지 행한 일이 무엇이며 이 특

수한 나라의 지식 인프라에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공공도서관이 향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계가 이 과정에서 어.
떠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도 설명해 줄 것이다.

지식프로젝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정보와 지식의4.1 :

보급

중국에서의 지식 프로젝트 사업은 남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 ,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했지만 년 광시 지방 자치단체의 한 공공도, 1994
서관에서 제의 한 것이 그 발단이 되었다 광시 지방은 중국내에서 최소한의.
발전을 이룬 몇몇 지역 중의 한 곳이라 할 수 있지만 광시 지방의 공공도서

관은 계속되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경제적 발.
전과는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난도 하였지만 그러나 장기계획에는 도서관의

발전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식프로젝트 사업은 도서관이라는 제도를. " "
통해 지식을 유통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광시 지방 공공도서관에서 시작을

했지만 도서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식을 유통시키겠다는 지방정부의 의지

와 맞물려 적극 지원을 받게 되었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특별한 수단.
들이 강구되었는데 조직적인 독서운동 그리고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들 즉

도서관과 그 지역의 회사가 자매결연을 맺어 일년에 약 을RMB5,000( $600)
그 도서관에 기증하는 사업이라든가 국내외의 기부자들에게 기증을 요청하

는 일 등의 특별한 사업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시행되었다.

이 사업이 시작된지 년이 지나자 몇 가지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다3 .
유안 중국화폐 이상과 일백오십만권이상의 책들이 이 광시지방의 공500,000 ( )

공도서관에 기증되었다 자매결연 정책에 따라 마을 군 구 지역에 도서. 115 ·
관이 설립되었다 년초 이 사업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졌고 국가적. 1997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몇 몇 주지방 장관들에 의해 자문위원회도 구

성되었다 이 지식사업 은 공공도서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국민. " "
독서운동을 실시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식을 보급하여 궁극적으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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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지식수준을 높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데 목적을 두게 되었다 광.
시 지방의 지식사업은 순수하게 한 지방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특별히 이 프.
로젝트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

역의 사람들에게도 지식과 정보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사실 이는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었으며 다가오는 지식혁명을 완성할 수 있,
는 긍정적인 한 단계로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직.
까지 해결되지 못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정보부족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오랜 세월동안의 악순환을 타파하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몇 년 후 도서관 혼자서 지방기업의 빈약한.
수행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몇 몇 기업에서는 도서관과의 결연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둘째로 이 지식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가지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 즉 기.
반확충을 위해서는 현대정보와 의사소통기술 을 배워서 적용해야 하는(ICT)
데 이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에 대한 무지는 발전의 속도를. ICT
늦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해 줄 수 있는 최신정보의 부재를 초래하게 하였다.
최근까지도 지식사업은 인터넷의 장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 광시 지방 도서관은 다른 열 개 도시와 군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함께 네트웍을 구성하여 광시대학에 있는 중국교육연구협력망 노(CERNET)
드를 통해 정보고속화도로를 개발했다 개선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또 다.
른 이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해도서관의 재정립4.2

중국내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번영한 상해는 중국내 제2
도시로 지칭할 수 있는 지방이다 년 이 도시의 일인당 는 이. 1997 GDP $3,000
넘는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 중국내의 개의 큰 도시중의 하나인 상해. 3
에서는 인구의 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33%
났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은 인구의 를 넘는 수치로 그들은 여. 1/4 8%
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년말 상해도서관은 약 백. 1996 $7
십만을 투자하여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여 이주했다 전통적인 판단기준인5 .
도서관 규모 그리고 장서량 등으로 상해도서관을 비교해 볼 때 중국내에서

는 북경에 있는 국가도서관 다음의 제 위 도서관이라 할 수 있겠다2 .
그러나 다른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된 정보환경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도서관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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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가 디지타이징되어 기계에 의해 쉽게 처리되어지고 도서관이 아,
니더라도 최종 이용자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발전된 정보의 항구,
인 정보인프라가 구축될 때 그리고 인터넷이 몇몇 분야에서 도서관의 역할,
을 대신 할 때 도서관인들은 자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할 것,
이다 경쟁력 있는 지식 시장에서 우리의 활동 영역은 무엇인가 고위관리자. ?
들은 도서관이 재정립되어 단순히 컴퓨터가 설치된 책 박물관이 아닌 지식"
센터 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
거대한 빌딩과 첨단의 설비를 갖춘 통합관리 시스템 뒤에서 우리는 어LAN
떻게 하면 도서관이 새로운 세기의 출발점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찾을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개혁이 이어졌고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전통적인 도서

관이론가들에 의하면 매우 급진적이거나 혹은 이단자라고 생각되어 질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o 관내직원과 외부에서 고용한 전문가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보조과 신설
o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전문가와 이용자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교육 실시
o 종합 문화 학술 활동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통해 아이디어 제공 장려
o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발전현황을 국내에 알려 사회의 변

화를 유도

o 도서관 소장자료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경영에 도움과 자문을

제공

o 전국 인민 대표들과 지방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제도 마련

도서관이 기울인 이 같은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경제와 사회발전에

도서관이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데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도서관.
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무료 서

비스를 지속 실시하였다.

도서관계와 기타 지식기관과의 협력의 필요성4.3

지식사업과 상해도서관과의 사례는 같은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러나.
이 두 사업에 참여했던 도서관들은 다른 한 쪽에서 있었던 어떤 중요한 면

혹은 관련사건 또는 아이디어를 알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중국내에서 상대적.
으로 부유한 지방의 몇 몇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상해도서관에서도 좀 더 빈

곤한 지역의 도서관으로 수시로 책을 기증하고 있지만 그러나 책을 기증받

고 있는 도서관들이 자신들을 지식 네트웍 구축의 협력자로서 인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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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해도서관은 인터넷 자.
원을 발굴하여 광시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

는데 이는 자료를 기증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용만을 갖고도 광시지역의

공공도서관들에게 더욱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상해도서관이 세계은행의 활동과 지식평가방법을 좀 더 일찍 알았더

라면 상해도서관 재정립을 위한 보다 좋은 계기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도서.
관과 타 지식기관이 협동하는 기회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많은 경우 도.
서관 뿐 아니라 전문기구 그리고 타 지식기관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농장의

소녀 이야기와 같이 정보와 지식의 자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이용자들.
에게 정보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기

관은 도서관 뿐이기 때문에 여타의 지식기관들과 도서관이 협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과 지식혁명 결론5. :

지식혁명은 도서관계 특히 공공도서관이 국가지식 인프라 분야에서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되찾게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술적 도구 사용의 지속적인 성장은 코드화된 지식을1.
손쉽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전송 보급 변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 , .
고 머지않아 지식이 살아 숨쉬고 묵시적 지식이 병목현상을 이루는 그러,
한 시대 즉 인류역사상 제 황금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 3
다.

국제도서관계는 지식혁명의 초점을 필요성과 시의적절성에 두고 있다 따2. .
라서 도서관계가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제공받은 하나의 기회라

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혁명의 와중에 도서관이 방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주역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의 경험은 공공도서관이 사회지식기관의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3.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전세계가 정보화시대로 돌입하고 있.
는 시점에 도서관은 개도국에서이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이건 그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를 해야 한다 중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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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도서관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향후 도서관에서 원거리통신망이나 네트웍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

으면 계속해서 도서관은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의 도서관계와 다른 지식 기관들이 현재보다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협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도서관계의 범세계적인 협동은 지식네트웍 구축의 촉진과 강화에 엄청난4.
기여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일반인들과 매우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다른 종착지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최신의 정보와 지식

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도서관계 대표기구인 는 전. IFLA
세계의 도서관인들이 변화하고 정비되는데 책임을 담당해야 하며 특히 개

발도상국의 도서관인들이 범세계적 지식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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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목록의 문화창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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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희 곤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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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초록< >
서 론1.
년간의 협동목록 가치와 논점2. 150 :

과거 년 서지 유틸리티3. 25 :

최근 협동프로그램4.
편목비용절감5.
협동목록프로그램6.
결 론7.

초 록< >

협동목록프로그램 이(PCC :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 BIBCO
프로그램에 실행 적용되는데 있어서 목록(Bibliographic Record Component) ·

가 자신들의 잘못 인식된 가치성 판단문제가 에 대한 폭넓은 토의를 가PCC
로막고 있기 때문에 협동목록에서 장기적인 가치나 그 문제점을 되짚어 보,
는 것이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의 이해를 얻기에 유용하다 하겠다 역사적으.
로 협동목록을 자극해왔던 여러 가지 전문적 가치 대상들이 계속해서 지금

까지 목록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동안 는 비용 효율성과 지협적PCC
융통성의 문제에 대한 실체적 접근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왔다 따라서.
에 참여하는 것이 목록가들이 그들의 현지 학교의 재정적 현실과 함께PCC

그들의 전문적 목적을 보상받을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협동문제와 장기적.
가치를 고찰해봄으로써 현재 목록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조망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사료된다.

*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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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초창기 년 동안 는 영미 도서관계에 있어서 몇 개의 협동목록 활동을5 PCC
관찰하는 단체로서 자리를 잡아 왔다 는 세 개의 잘 다듬어지고 체계화. PCC
된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의 노력에 상당량을 집중하여 왔다 즉. ,

인명전거 협동프로그램NACO (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 : ),
주제전거 협동프로그램SACO (Subject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 : )

그리고 협동온라인 연속간행물사항CONSER (Cooperative Online Serials : )
는 이미 도서관에서 지금까지 이들의 유용성을 입증해 왔었다 는 현재. PCC
단행본 서지레코드에 대한 더욱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인 의 확장을BIBCO
촉진하려는 그의 노력에 이바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목록가 판단 적용에 근거한 새로운 도서목록 기준인BIBCO
를 사용한다 융통성의 요소를 촉진하는 이러한 목록 철학은 또 다른PCC .
프로그램 분야를 허용해오고 있다 는 많은 목록가들에게 새로운PCC . PCC

다소 위협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 ,
그 위의 순수 기록과 철학은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다 불행히도 이러한 경우.
에는 목록가 판단의 문제에 대한 집중이 에 의해 관장되어지는 것들처PCC
럼 협동목록프로그램으로의 참여 가치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가져왔다.

활동의 보다 더 나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협동목록 문제와 장기적PCC
가치를 되짚어 보고 그들이 현재 목록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

사해 보는 것이 참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와 같은 초보의 협. PCC
동목록프로그램에 의해 이러한 실제적 가치와 문제가 어떻게 이야기 되어지

는가를 조사할 수 있고 가치에 대한 더욱 엄격한 평가를 위한 적절한, PCC
기관을 세우기 시작 할 수도 있다.

년간의 협동목록 가치와 논점2. 150 :

협동목록의 역사를 간단히 돌이켜 봄으로써 몇 개의 주제와 관심사가 우리

의 전문적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 수가 있다 초창기에 협동.
목록에 관해서 바바라 틸렛은 카드목록의 광범한 대승적 사용 이전인 1850
년대부터 미국에서 이미 협동목록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초기 문제점들을

진술 토론함으로써 논급되기 시작했고 년대 초기 자동화 노력의 출현, , 1960
바로 이전에 협동목록에 관한 관심과 판단을 함축한 그 지론을 결론지었다.
바바라 틸렛의 연구 내용은 목록비용을 절감하고 잉여를 달감함으로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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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자료를 확충하는 하나의 접근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담

목록을 하게 하려는 우리의 직업적 전통을 설명하고 있다 틸렛의 광범한 연.
구 범주는 미국에서의 협동목록의 역사가 길고 다양성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에 주어진 최근의 관심이 비록 협동목록프로그. PCC
램이 비교적 최근의 현상임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현상을 입증할 수 있는 명,
백한 경우는 아니었다.
미국에서의 협동목록의 오랜 역사는 사서들이 끊임없이 협동목록 노력에

대해 대대로 신기술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되짚어 본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협동목록을 도와주는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인쇄된 도서목록과 사진목.
록카드 분담목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현재 기록의 이전을 위한, FTP(File

수용능력과 기록삽입을 촉진하는 윈도우 기술 사용이 현Tramsfer Protocol)
대의 기술발전에 많은 발전을 가능케했다 적절한 비용 효과 기술의 부족이. ·
협동목록 기술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을지라도 사서들이 영구히 협동목록을

돕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촉진 시켜왔음을 인정하는 인식도 여전히 중요하다.
초기 협동목록으로부터 빛을 발했던 한가지 더욱더 중요한 가치는 전문직

으로서 사서들이 질적인 면 위에 유지 존재했었다라는 의미있는 인식이다, .
분화된 기여를 한 협동프로그램은 기여의 질적가치를 통제하기 위해 촉진하

는 검토과정과 준비절차를 가져왔다 정형화된 목록규칙과 같은 편목기준들.
은 지난 세기동안 많이 발전해왔으며 이같은 질을 유지하려는 다양한 관심,
을 여러 분야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가지 가치 즉 첫째는 협동에 대한 직업적 기여, ,
둘째는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사용에 대한 관심 셋째는 질적유,
지를 위한 계속되는 관심으로 이는 수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협동목록의 성

공에 많이 기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과거 협동목록이 직면했던 문제와 최근 프로그램들이 그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조망해 볼 수 있다.
틸렛은 합리적 가격에서 적절한 기술부족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의 성공을

저해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협력적 간접자본의 문제 질에 대한 관심이. ,
사서들로 하여금 일반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했다 협· .
동프로그램의 기여의 구조와 행정이 또한 그의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 프로.
그램의 구조는 한 방향으로 집중될 수 있다 대부분의 목록은 중앙기관에 의.
해 이루어지고 의회도서관과 같은 목록작업을 분담목록 데이터베이스에 기( )
여하는 소규모 혹은 대규모 사서에 의해 분화되어진다 분화된 프로젝트들은.
의회도서관과 같은 중앙집중기관에 의해 계획된 정책을 가질수도 있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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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 어떠한 관리형태와 목록을 사용하더라도 프로그램 협력자들과 참여,
자들은 그의 사용자들에게 봉사하는 참여 도서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
커다란 변화없이 타 도서관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목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많은 자료들로부터 목록카피를 편집하려는 도서관의 고집은 최근의

모습만은 아니었다 마타리는 편목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 ' '
안 년대 의회도서관에서 이것이 어떻게 관심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1940
다 목록카피의 편집은 여전히 큰 관심사였다 많은 목록부서들이 다른 목록. .
에 의해 상당히 변화하고 있듯이 몇가지 경우에 부분적 카피의 편집은 후원

자의 필요와 도서관의 이용을 조화시키는 필요성에 의해 촉진된다.
이러한 예는 지협적 관심의 인물과 지협적 연구관심의 분야에 해당되는 주

제도 해당된다 지협적 편성은 자동화 도서관 시스템의 수용능력과 부족 특.
히 색인과 기록 전시를 포함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카피의 편집이 이용자요구의 실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대신에 특정.
도서기록의 유용성을 저해하는 에러를 고치거나 기존의 기준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져오기 위해 지협적 목록에서 질과 향상성을 유지하려는 도서관의

희망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목록카피의 문제가 프로그램과 주요기록 기준의 발PCC BIBCO
전에 주요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 PCC
기 전에 협동 목록에 관한 최고의 시도가 비교 대상으로 토론될 수 있다.

과거 년 서지 유틸리티3. 25 :

미국에서 오늘날 목록가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협동목록 모델은 분담목록

데이터베이스 혹은 유틸리티인 즉 과 같은 것들이 우리, OCLC, RLG, WLN
에게 익숙한 형태이다 서지 유틸리티는 대부분의 사서들에게 타당성 있는.
합리적 가격에서 협동목록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용을 촉진하고 보다 성공

적인 방법을 기대한다.
서지 이용기관들은 하나의 아이템을 목록하는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이 그

것을 이용하고 부수적인 잔업을 하지 않도록 정확히 목록을 해야한다는 원

칙하에 운영된다 태그업을 하기위해 현행기준에 맞추거나 새로운 인. MARC
쇄 정보를 기록하는 것과 같이 서지레코드가 개정을 필요로 한데가 종종 있·
듯이 서지 이용기관의 기본철학은 하나의 도서관이 최초 고품질 목록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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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면 다른 도서관이 그것의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용기관이 중앙집중정책을 유지하며 분관한 것에 기여를 제공한

하나의 협동목록 모델을 제시한다 위에서 언급 되었듯이 목록기준의 발전은.
분리화된 목록프로그램 기준에 있어서 적절한 질적통제의 하나의 방법이다.
서지 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질적유지를 위해 서지 이용기관들은 영

미목록규칙이나 의회도서관 개정과 같은 기존의 목록프로그램 기준을 따를

것에 동의한다 합리적인 규칙에 대한 경향과 정책이 서지유틸리티 출현보다.
먼저이지만 그러한 경향은 이미 지난 년간 번영했었다 오늘날 목록자들, 25 .
은 상세한 목록매뉴얼 공식결정항목 거의 모든 가능할 수 있는 목록상황들, ,
에 대하여 목록법을 해결해주는 리스트서브 토론 집단에 의존한다.
표준에 대한 상황인식 강조와 밀접하게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많은 목록,
가들이 표현했던 완벽주의로의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현재 목록들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하고 있듯이 서지유틸리티에서 쉽게 보여지는 특정 목,
록가의 작업의 질이 직업 평판과 자부심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목록.
가는 세상이 보고 사용하도록 서지레코드를 기관에 기증하기전 가능한한 완

벽에 가깝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불행히도 이것은 너무 뻔한 상황.
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완벽한 목록 기록을 만들기 위해 소비될 수 있는 시간.
이 결과적으로 카피의 부족과 시간 낭비의 목록을 요구하는 아이템의 축적

을 야기시킬 수 있다.
반면에 목록카피가 이용가능한 아이템들은 다른 것에 비해 먼저 끝이난다, .
그 이유는 더욱더 빨리 정밀하게 목록되어 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목록위의 순위는 하나의 아이템이 도서관 기준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한군데에 집중돼 목록화 될 수 있느냐

에 달려있다 사라 토마스는 이러한 사례를 각각의 도서관이 서로 아이템을.
목록하기만을 기다리는 의 게임으로 설명하였다"Bibliographic Chicken" .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목록문화 현실을 아름답게 표현하지는 않는다 이러.
한 현상을 목록가들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 오히려 어떠한 문화적 가치에 의

해 이렇게 발전한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 더욱 유익하고 흥미롭다 만약.
참고사서들이 그들의 최고 정보자료와 같은 참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면 질과 표준에 대한 강조와 같은 맥락의 목록에서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
이 현 추세로 발전할 것인가 정보의 정확성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분? (
담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할 것인가 기준에 부합하고 그들 자신의 평판을 유?)
지하기 위해 고품질의 정보를 기증하기 위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관심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특히 적절한 인원배치가 되어있지 않은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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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연기하지 않을까?
우리의 가설이 현실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서지 이용기관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목록문화가 금새 현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제공해 줄 것이다 반면.
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간이 이 상황을 개선시킬 것이란걸 인정하는 것,
만은 아니다.

최근 협동프로그램4.

세계의 최근 협동프로그램은 분담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세워진 모델에

따른다 계속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PCC , NACO, CONSER, NCCP(National
국가협동 목록프로그램 는 분담 목록의 모Cooperative Cataloging Program: )

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의회도서관에 의해 세워진 초창기 모든 것들.
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금까지 의존해 왔다.
그 프로젝트들은 또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시도 되어졌다 이러.
한 두 개의 프로젝트는 중요한 성공을 누려왔다 지난 년간 도서관. 20 NACO
들은 분담국가 전거파일에 대한 백만기록에 기여해 왔다 연속간. CONSER
행물데이터베이스는 개 서지레코드가 넘는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800,000 .
공은 최근 몇 년간 협동목록의 가치인식 환상에 대한 신뢰의 가치가 있다.
한편 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고 지속되지 못하는 협동프로그램의NCCP
한 예이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불평이 있다 프로젝트의 엄격한 기준NCCP .
은 참여자들이 의 관행에 따라 자료를 목록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지어LC .
이것이 다른 참여자들의 지협적 관심을 다루지 않을때에도 모든 참여자들은

온라인시스템에서 목록할 것을 요구받는다 온라인시스템은 모든 정LC . LC
보제공을 위한 도서관이 주요한 추가적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텔레커뮤니.
케이션 비용은 비교적 비싸다 초기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이 개선되. NCCP
지 않을때에 그것은 명백히 실패한다.

편목비용절감5.

에서의 문제와 초창기 와 에서의 확장은 몇몇 도서관NCCP NACO CONSER
관리자들이 협동목록 프로그램에의 참여가치에 의심을 갖게 했다 협력프로.
젝트가 너무 비싸고 융통성이 없어서 도서관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도서관의 예산부족은 협동목록에 대한 제도적 이행의 선례를 남기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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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도는 목록 비용절감과 자료에 대한 더 나은 다양한 접근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협동목록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다양한 선택의 하나로 볼지라도 그들.
이 편목비용절감 방법을 찾을때 비로소 많은 전략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아래에 다음과 같이 열거된 선택들은 많은 목록가들에게 매우 익숙하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미 제안 받았고 많은 경우가 갖가지 제도에 의해 보충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목록카피를 있는 그 자체 그대로 받아들여라 대부분 도서관들이 의1. .
회도서관으로부터 거의 편집이 없는 목록카피를 받아들이는 것 처럼 도서관들

은 점점 더 다른 모든 도서관으로부터 있는 그대로 카피를 용인하는 것이 보

편화 되고 있다.
특정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목록수준 유지 자료들은 수서자료에 의한 그들의2. .
주제 분야와 물리적 포맷 목록카피의 이용가능 등이 지목되어질 수 있다, .
더욱 정례화된 복잡한 작업을 위해 낮은 수준의 목록 직원을 이용한다 창조적3. .
목록 복잡한 카피목록 전거작업 주제분석과 같은 한때 정교하고 엄격한 전문, , ,
수준의 활동 이었던 것이 현재 준 전문직원에 의해 대리로 행하여진다.
창조적 목록에 대한 삭감 카피가 부족한 아이템은 도서관이 그의 직원을 카피4. .
목록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비로 남겨두어 서서히 분류할 수 있

다.
아웃소싱 도서관은 벤더나 이용기관에 그의 목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아웃소5. :
싱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이 많은 목록 부서에서 다양한 선택이 될 수 있어도 협동목록

프로그램에서 참여를 위한 많은 조직적 제도에서 결국에는 그들에 대한 유

용한 찬사로 만드는 잠재적 결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비용절감측정의 대부.
분은 목록의 질을 손상하는 잠재를 갖고 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는 목록.
의 역사를 통해 지지되어왔던 중요한 전통적 가치이다 최초 목록에 대한 아.
웃소싱 창조목록의 삭감과 같은 진리가 지협적 사용자의 필요를 말해 주지,
는 않는다 그들의 필요가 기록의 개인화 혹은 일시적 자료의 접근이든간. (
에 그리고 결국 이러한 접근의 어느것도 만일 이것이 협동적인 목록 프로그)
램에서 참여가 이행되지 못한다면 장기적 협력의 진정한 목록가적 가치라고

는 말할 수 없다.
성공의 가장 큰 가능성을 갖는 비용절감측정은 이행하도록 요구되어질 직

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지지받아야 한다 위의 다양한 측정이 어떻게 이.
행되느냐에 달려있듯이 편목부서 직원에 의해 받아들여질지도 받아들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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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도 있다 질과 서비스의 전문적 가치를 지시하는 목록가 그리고 특히.
질과 서비스를 얻는 방법으로서 협력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부정적인 면에

서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면서 비용절감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보다 더.
큰 조직기관내에서 전문적 기준에 대한 이행을 높여야 한다는 딜레머의 기

술이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전문적 목록가는 목록 기준과 협력유산에 대한 그외 이행이 목록비용 증가

와 누적물의 증가에 대한 비용효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도서관의 노력과 상

충한다 전문적 목록가와 도서관 행정부간의 잠재적 갭을 메꾸려하는 노력과.
필요가 협동목록의 비용효과 개선이 왜 도서관 세계에서 가치있는 목표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그 이유이다.

협동목록프로그램6. ( PCC )

지난 과거 몇 년은 더 많은 도서관에서 협동목록을 다양한 선택으로 만들

려는 노력이 활기를 띄었다 년 참여자와 정책위원회간. 1992 NCCP CONSER
에 실패로 돌아간 프로그램 계승자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서 모임이NCCP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처음부터 협동목록과 관련된 여섯 개 분야에서 추천.
을 받으려는 노력의 결과물로 협동목록위원회(CCC : Cooperative

가 출현했다Cataloging Council) .
의 다양한 업무집단의 토론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었다 그리고 그CCC .

그룹집단의 결과물도 몇 개월 만에 완성되었다 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CCC
그리고 를 위한 즉 현존하는 협동프로그램NACO, SACO, CONSER BIBCO ,

을 위한 현행 행정 감시자로서의 의 설립이었다PCC .
는 과거 협동목록 프로그램을 병들게 한 주요 역사적 이유에 혁신적PCC

접근을 취했다 는 민주적이고 포괄적이며 성공적인 프로그램. PCC , CONSER
에서 중앙집중적인 프로그램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처럼 정책을NCCP PCC
의회도서관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모든 멤버가 참여하기 위해 선택하PCC
는 지배구조에 의해 결정됐다 한편 는 많은 도서관 내에서 회원을 넓. , PCC
히고 확장하려는 기본적인 취지와 공통적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의 전통적인 의미와는 많이 다르다CONSER
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중 하나는 핵심서지레코PCC BIBCO PCC

드인 그의 새로운 목록 기준 개발이다 핵심레코드의 전제가 몇 개의. PCC
혁신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 모든 접근점이 분담 전거파일,
의 하나인 전거레코드에 의해 표현 되어져야 하는 것 그리고 융통성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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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단에 대한 강조가 그의 가장 큰 혼란의 특성임을 입증해 왔다 캐롤 맨.
들과 도로시 그레거는 년 아티클에서 이러한 목록과 융통성의 철학을1991
공개적 주제인 목록은 변해야 한다 라고 표현하였다 동일한 철학은 후에" " .
그 자신을 핵심서지레코드의 발전에 대한 제안에 있어서 지협적 필요와 정

책의 관용으로 표현한 업무그룹에 의해 옹호되어졌다CCC .
핵심기록기준에 있어서 융통성 특성은 지협적 융통성과 비용효과에PCC

대한 협동관심을 언급하는 에 의한 혁신적 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PCC .
철학은 서로 다른 도서관은 아마도 비 현실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 목PCC

록에 있어서 어떤 도서관도 변화를 만들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금 그"
것을 우선 목록한다 와 같은 서로 다른 필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
지협적 필요에 따라 핵심레코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각각의 참여 도서관은

편목도서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추가적인 도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보다는

다른 분야에 대한 시간과 자문을 직원에게 공급한다.
과거 협동목록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의 성공을 갖고 왔었다라는 걸 고려해

볼때 무엇이 를 다르게 만드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대한PCC .
중요한 대답이 년간 협동목록 노력을 특징지워 왔던 전문적 관심사와 함150
께 비용효과 그리고 지협적 융통성의 계속된 어려운 관심사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조합하려는 의 노력에서 발전되어질 수 있다 현재 이 노력의 상PCC .
당부분은 의 세 개의 에서 일어나고 있다PCC Standing Committee .
광의의 의미에서 협력의 가치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협

동목록을 위한 프로그램이 훈련과 기준에서 의 노력을Standing Committee
통해 목록에서 질적 유지를 촉진한다 훈련에 대한 는. Standing Committee
새롭고 계속되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장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목표를 지지하는 문헌배포를 촉진한다 프로그램 참여.
자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이행이 프로그램 레코드를 창조하는 목록가들이

필요수준에서 참여하는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기준에 관한 는 핵심레코드기준을 유지. PCC Standing Committee PCC
하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기준의 사용을 촉진하고 질적기준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 함께 작용한다Standing Committee on Training .
결국 자동화에 대한 는 협력적인 목록을 지원하PCC Standing Committee
는 적절한 신기술의 전적인 사용을 지지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그의 많은 활.
동 가운데서도 해결될 수 있는 자동화 문제를 정의한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요구조건을 나타내는 계획을 세워두고 의회도서관과 참여자 그리고 서PCC
지 이용기관 사이에서의 적합한 상호협력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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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7.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변조하는 직업의 예를 묘사함에 있어서 사이온 호,
네아는 외부 환경 변화요소의 견지에서 그 자신을 비평할 전문적 문화의 능,
력을 획기적으로 건전하고 신선한 사례로서 를 언급했다 에의 참여PCC . PCC
는 목록가들이 그들의 전문적 정체성과 그들의 지협적 제도의 재정적 현실

을 만족시키는 방법인 동시에 협력의 장기적 가치를 지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의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목록부서들로 하여금 우리자신의 관PCC
습통제를 억제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반면 예산적 한계를 나타내기에 보. ,
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 논문이 협동문화창조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 '
화를 창조하는데 필요한 것을 나타내기 보다 도서관 목록가 사이에서 우리

가 이미 협력은 목록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즉 문화창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무 자주 협동목록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이 하나의.
기관이 그들에 참여하는 것이 비용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평가할 때 그 모든·
판단들은 포기되어진다 의 출현과 함께 반드시 예산과 관련된 관심사는. PCC
아닐지라도 그들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협,
동문화의 유지와 팽창을 위한 전도유망한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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