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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ess versus ownership is the new dilemma facing most libraries in
view of the rapidly 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rising costs of
serials, and not equally increasing budgets. Access is more than
ownership, but ownership based on intelligen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core collections is still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access.
That is, collection development i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the
future library. Therefore, the successful library of the future should
consist of a delicate balance between materials that are owned and those
that are accessed. Our desirable choice is not 'ownership versus access
but access and ownership.' And the library has to wrestle with balancing
between access services and local collections, between cooperative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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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policies and independent activities, and between the various
formats available and methods available to deliver those forma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suggests to the basic directions and trategic plans of
collection development based on the paradigm shifts.

서 론.Ⅰ

어떤 관종의 도서관도 장서가 존재이유를 정당화하는 요체라는 사실을 부인하

기 어렵다 이러한 불변의 인식은 장서의 양적 규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충실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거대한 에서 자료탐색에 열중한 경. 積層書庫

험이 있는 이용자라면 국내 도서관의 장서구성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가혹한 평

가1)에 공감할 것이다.
일부에서 도서관의 장서구성을 혹평하는데는 몇 가지의 정황적 증거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장서구성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사서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구실체와 정보가치를 분석하여 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입수해야 하는데도 출판사나 서점에서 배포한 목록을

체크하여 일괄 구입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기증자료도 등록기준에의.
부합여부를 판별하지 않고 등록함으로써 체계적인 장서구성을 저해한다 대학도.
서관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부가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한. 大學綜合評價認

는 장서구성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대학의 평가 논리를 따를 수.定制

밖에 없는 사서들은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한 수치노름에 집착하여 왔다 그 결.
과 장서의 과 의 이 격심해 소위 쓰레기 집하, 量的 上昇曲線 質的 下降曲線 間隙

장을 방불케 한다 물론 사서들이 항변하는 것처럼 자료예산의 절대 부족이 장.
서의 노령화와 피폐화에 일조한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외화내빈의.
자화상이 외부의 정치적 제도적 강제성으로 초래된 수치스러운 부산물일지라도,
내부의 주체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이 인간 인간의 접촉에서 인간 기계- -
의 상호 작용으로 텍스트 중심에서 멀티미디어로 실물공간에서 가상공, , 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서관의 패러다임도 에서 게이트웨이로 장서패러다,藏書寶庫

1) 신남희 도서관이여 어려운 시대를 헤쳐가는 지혜의 등불의 되기를 도서관문화 제, " ! ," , 39
권 제 호 김정근 김종성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연구, 5 (1998, 9·10), p. 19 ; , , " :
부산대학교 도서관 교육학 장서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 (
울 한울: , 1996),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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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에서 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實物所藏 遠隔接近

그러나 이상적인 액세스 패러다임이란 합리적인 소장 즉 철저한 자원공유 협력,
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다.2) 결국 도서관의 장서수가 질적 개선의 필요조건
은 될지언정 그것을 보증하는 충분조건이 아닌 것처럼 실물소장을 무시하는 접

근패러다임이 장서개발의 지배논리로 고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장중심의 실물자료와 접근위주의 전자자료를 포괄하

는 개념으로서의 장서개발이 신세기의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되

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최근의 도서관 및 장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여 장서

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충실화를 위한 과 을 제시基本方向 戰略的 開發方案

하고자 한다.

도서관 및 장서 패러다임의 변화.Ⅱ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1.

오늘날 많은 영역에서 회자되고 있는 패러다임 은 조직의(paradigm) ,哲學 價

등을 집약해서 기술한 표상을 말한다 도서관의 패러다임은 어, , .値觀 文化 模型

떻게 활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일련의 진술에 대한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

다.3) 그렇다면 도서관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가장 강력한 요인은 역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며 그 외에 정보매체의 양,
적 및 질적 변화 가상공간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미 도서관의 자료수집이 수, .
작업방식에서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목록업무가 자관중심의 오리지널 목록에서,
서지데이터베이스 등 또는 서지유틸리티(Bibliofile, CAT CD-450 ) (bibliographic

를 이용한 카피목록 및 분담목록으로 색인초록지가 데이터베utilities) , CD-ROM
이스로 목록검색이 카드목록에서 으로 열람방식이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OPAC , ,
우편방식의 원문봉사가 팩스나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접.
속은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개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정보접근 및 검

색행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보기술 등의 다대한 영향력이 초래하는 변화상을 해명하

2)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소장 대 액세스의 패러다임 연구. " ' ' ." , 35南台祐 國會圖書館報 第

, 3 (1998, 5·6), p. 45.卷 第 號

3) Brice G. Hobrock, "A Manager's Viewpoint : Opportunities for Radical Paradigm
Shift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23, No.1/2(1996), pp. 1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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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상태에서 서양의 이분법적 잣대로 미래도서관을 재단하여 왔는 바 미,
래상을 형상화하는 담론들에서 제시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리하면 그림 과< 1>
같다 즉 신세기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아톰에서 비트로 전환된. , ,
다는 단선적 주장을 도서관에 대입하여 인조물에서 탈자료화로 서고지기에서,
게이트키퍼로 물리적 공간에서 가상적 공간으로 도서관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 ,
로 미리 소장하는 시나리오에서 필요할 때 접근시키는 시나리오로 이동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배태한 미래상이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 도서관인데 사회경제. ,
적 및 문화적 현실을 무시하는 우둔한 주장에 불과하다 과거의 도서관이 커뮤.
니케이션 매체의 혼합체였듯이 미래에도 인쇄물녹음자료비데오CD-RO․ ․ ․
온라인 매체가 혼재할 것이며M․ 4)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는, 選擇的 價値 兩面的

를 수용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價値 5)

그림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1.

결국 서구사회의 사유구조로부터 잉태된 단순성 패러다임을 복합성으로 대체

시켜 다원주의적 사고체계 속에서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래도서관에.平衡點

는 인쇄매체와 전자 매체가 대체성이 아닌 상보성을 유지하고 소장자료 중심의,
실물공간과 정보접근 중심의 가상공간이 공존하며 지식보고에서 활동하는 전통,
적 사서의 역할과 게이트웨이를 다루는 정보전문가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이동에 따른 도서관의 미래상은 그림 와 같이 형상화할< 2>
수 있다.

4) Pat Oddy, Future Libraries Future Catalogues(London :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1996), p. 20.

5) 이용남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서울, " ," 34 . :第 回 全國圖書館大會主題發表論文集 韓國

, 1996, p. 5.圖書館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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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미래도서관의 모형2.

이 모형에서는 도서관의 고유기능을 중시하는 전통적 도서관상과 정보접근 및

검색능력을 강화하는 디지털 도서관상이 단일시스템내에 또는 별개의 시스템으

로 공존하게 된다 요컨대 접근중심의 가상공간이나 실물장서 중심의 물리적 공.
간은 도서관이라는 의 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 ' .情報資料 集積所 部分集合

경우에 현재의 도서관이 과거의 기반 위에서 존립하듯이 미래도서관이 현재의

토대 위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보면 외형과 내면의 구,
성요소가 어떻게 변모하든 미래의 도서관을 지칭하는 멀티미디어 전자 디지털, , ,
가상 또는 가상현실 따위의 접두어는 도서관을 설명하는 종속적 어구에 불과' '
하다 그러므로 미래도서관. FL(Future Library: ) = PL(Paper Library) +
DL(Digital Library) = [(PM(Printed Materials) + EM(Electronic Materials)) +
(O(Ownership) + A(Access)) + (LN(Librarian) + IP(Information

도서관 이다Professionals))] = L(Library: ) .6)

장서 패러다임의 이동2.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이용자와 장서는 불가분의 영향관계를 형성하면서 도서

관의 발전 과정에 양대 중심축으로 작용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장서구성을 좌우하고 도서관의 운영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요.
구지향적 자료수집 참고자료실의 독립화 개가제 열람방식의 보편화 자료배치, , ,
의 주제별화 대출자동화 및 예약 갱신제도의 도입 원문제공시스템의 강화 등이, · ,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6) 윤희윤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담론 및 쟁점의 분석과 형상화, " ," , 27圖書館學論集 第 輯

겨울호(1997 ),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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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서패러다임의 변화는 그림 처럼 도서관중심의 패러다임이 아닌< 3>
이용자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찾아야 한다.

그림 도서관중심의 패러다임과 이용자중심의 패러다임3.

전자는 프톨레마이오스적 사고 의 이고 후자는 코페르니쿠스( )地球中心 天動說

적 사고 의 이다 우주의 구조설이 천동설과 지동설의 상호대립( ) .太陽中心 地動說

과 반론과정을 거쳐 세기 이후에 지동설로 정착되었듯이 도서관 패러다임도16
직원중심의 장서구성과 참고봉사에서 이용자중심의 장서개발과 정보봉사로 전환

되고 있다 여기서 배태된 새로운 장서패러다임이 바로 소장에서 접근으로의 이.
동이다.
소장 이란 도서관이 특정 자료의 열람이용복사판매 등에 대(ownership) ․ ․ ․
한 모든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그 자료가 기존장서에 영원히 추가될 때의 개념

이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의 장서개발은 소장을 전제로 절대 다수의 불특정 이용.
자에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자료를 구입하는데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신간목록이나 서지도구에서 자료를 선택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인적 및 물적 자․
원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바람직한 장서구성이 가능하다 물론 사려.
깊은 장서개발가와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 도서관일지라도 별무이용되는 자료의

입수는 불가피하지만 미래의 잠재적인 이용가능성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다, .
이러한 수집시나리오 즉 이용자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미리 구,
입하여 소유하는 패러다임을 라 한다'just in case' .
그러나 소장중심의 장서구성은 매체의 발행종수 증가 자료가격의 급격한 상,
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입예산의 동결 내지 상대적 삭감으로 인하여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환언하면 도서관은 예산부족으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의 상당량.
을 구입할 수 없는 반면에 종래의 인쇄자료에 대한 전자적 접근환경이 크게 개

선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접근 은 도서관이 자료를(access)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서개발의 기본방향과 전략적 방안 9

영원히 소장하는 의미가 아니라 미소장자료의 다양한 접근가능성과 일시적 이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협동 수서 마이크로자. ,
료 등의 임대나 라이센스 원격자료의 전자적 전송 미소장자료의 입CD-ROM , ,․
수대행 또는 중개기관으로서의 문헌제공봉사 전통적인 상호대차 등이다 이러한, .
접근시나리오 즉 이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할 때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즉시 제,
공하는 패러다임을 이라 한다 비록 접근시나리오가 상업적 문헌봉'just in time' .
사기관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유행시킨 광고스티커 내지 슬(bumper sticker)
로건에 불과할지라도 시대상황을 반영한 대안적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장서규모로 도서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던 소장중심의 패러다임은 경기

침체와 재원부족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자급자족의 장서신화를 사라지,
게 하였다 그 대신에 자료의 소장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용가능성을 확대시키는.
데 접근중심의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 요컨대 장서에 대한 패러다임은 미. '
리 대비하여 소유하는 에서 적시적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靜態的 槪念 動態的 槪

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서관이 당대의 실물장서를' .念

충실히 소장하는 패러다임을 배제한다면 현재의 이용자를 위한 자료제공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 이용자를 위한 지식보고로서의 기능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장서개발의 기본방향.Ⅲ
장서수준의 설정과 확충1.

모든 도서관이 개관할 당시부터 일정한 수준의 장서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약간의 기증자료나 구입자료를 가지고 출발하며 다다익선을 지상과제,
로 설정하여 무차별적이고 무계획적인 수집에 주력한다 그 결과 쓰레기 집하장. ,
을 방불케 할 정도로 장서수가 늘어나고 필연적으로 공간확보의 문제와 더불어,
이용자의 불만이 비등한다 이때부터 선별적인 수집계획에 기저한 양적 성장과.
질적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장서수준의 강도와 심도를 높여간다.
이러한 의 을 도시하면 그림 와 같다 즉 도서관의 실물< 4> . ,藏書水準 擴充方向

장서가 정상적인 확충단계를 거친다면 각종 컨스펙터스(Conspectus)7)가 정의하

7) 컨스펙터스란 장서의 주제를 주류 강목 요목으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강도와 심도를, ,
포괄적으로 요약한 기호행렬표를 말한다 환언하면 도서관장서를 주제에 따라 주류강. ․
목요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현재의 수준 수집의지의 수준 미래의 목표수준 등을, ,․
종합적으로 분석 또는 평가한 다음에 몇 단계로 범주화한 장서수준기호 중에서 적합한

것을 부여하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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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최저수준의 확보단계에서 시작하여 , ,基礎情報水準 學習敎育支援水準․
등,硏究水準 網羅的 水準 8)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요컨대 도서관의 장서구성은.

연륜이 거듭될수록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양적 확충과 질적 강화를 거듭하여 木

를 형성할 때 유기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게 된다(annual ring) , .理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대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서정책이 없거나 부실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집서관행이 타파①

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충실한 실물장서와 전자정보를 매개체로 하는 사서.
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단초가 되는 장서계획에 입

각하여 무수한 개별자료가 선택되고 장서에 편입될 때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소장자료수가 곧 장서수준을 대변한다는 의 에서 과감하物量中心 思考方式②

게 탈피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 대학도서관계에 만연되어 있는 굴절된 장.
서정책은 년대에 시행된 대학평가를 준비한 도서관들의 자료수집 및1990
등록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보존서고에 방치해 두었던 낡은 자료와.
기증요청으로 입수된 복본을 마구 등록하여 장서수를 부풀리는 행위가 바

로 그것이다 이러한 확충행위는 장서수준의 단계적 또는 점진적 제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림 장서수준의 확충방향4.

8) Howard D. White, Brief Tests of Collection Strength : A Methodology for All Types
of Libraries (Westport ; Greenwood Press, 1995), p. 5 ; N. Powell and M. Bushing,
ed., WLN Collection Assessment Manual, 4th ed.(Lacey, Washington : Western
Library Network, 1992), pp. 27-46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Guide for Written
Collection Policy Statements(Chicago : ALA, 1989), pp. 1-21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ustralian Conspectus Manual," (http://www/nla.gov.au/niac/conspectus/
manu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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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장서의 체계적인 구성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용자환경에 적합한③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공공도서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目標水準

장서는 학습교육 지원수준의 초급단계까지만 확충하는 반면에 광역자치․
단체의 대표도서관은 망라적 수준을 지향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도.
학부 및 석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습 교육지원수준의 상급단계를· ,
교수 및 박사과정의 연구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주제별 장서구성은 지역사회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확충수준을 다르게 설④

정하여야 한다 동일지역내에 산재하는 공공도서관간에는 장서의 주제별 특.
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학습교육지원수준의 상급단계까지 확충하고 대학,․
도서관도 특성화된 학부나 학과의 장서는 을 지향하는 것이 바網羅的 水準

람직하다.

자료수집 국면의 전환2.

도서관의 자료수집은 정보매체의 변용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탐색행태의 다,
변화 자동화시스템의 도입 정보네트웍의 발전 전자출판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 , ,
을 받아 왔다 수집시스템의 대체적인 발전단계는 그림 처럼 세 가지의 국. < 5>
면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림 자료수집의 국면5.

제 국면은 도서관이 소장중심의 패러다임하에서 선택과정을 거쳐 자료를 수집1
하는 단계이다 서점이나 출판사의 책자형 도서목록에서 확인하여 주문입수하. ․
는 수작업 방식을 취한다 수집자료는 대부분이 인쇄형 책자와 비책자이지만 시. ,



12 도서관 년 여름Vol. 54 No. 2(1999 )

청각자료나 문서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수 백년간 도서관의 중요한 일상.
업무로 간주되어 왔던 전통적인 수집 방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미 상당부분의 업무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제 국면도 소장중심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전통적인 포맷위주의 자료를 수집2
하는 단계이다 다만 전자는 모든 과정이 인쇄파일과 수작업에 기초하는 반면에.
이 단계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수한다 종래의 반복적이고 노동집.
약적이며 목록작성에 기초한 장서개발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변환되고 있다 대부.
분의 도서관은 년대부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출판사나 서점의 데이터베1980
이스에서 서지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제 국면은 정보접근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전통적 포맷 못3
지 않게 전자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단계이다 제 국면과 다른 점은 도서. 2
관이 입수하는 정보자원의 형태가 컴퓨터 단말기에서 확인가능한 소프트웨어,

온라인 서지데이터베이스 전문데이터베이스 전자잡지 전자형 도서CD-ROM, , , ,
와 신문 멀티미디어 등의 디지털 정보이다 달리 표현하면 제 국면에서는 장서, . , 3
의 포맷이 소프트웨어나 과 같은 오프라인 나 등을 통CD-ROM , DIALOG BRS
하여 이용하는 온라인 그리고 양자를 결합하거나 재가공한 상업적 데이터베이,
스로 특성화된다.
이처럼 정보기술이나 전자출판이 지식정보의 축적매체 생산시스템 유통방식, ,
을 변화시킴으로써 도서관의 자료수집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종.
래의 선택도구와 수작업 방식은 선택자의 단말장치와 자동화방식으로 대체될 것

이며 유통수단도 인쇄매체로부터 이들을 포함한 전자형태로 이동될 것으로 예,
측하고 있다.9) 그러나 전자형 자료가 중심매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출판시스템
과 정보요구의 변혁을 전제로 도서관의 조직구조가 개편되고 인력이 재배치되어

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는다 아마도 상당기간에.
걸쳐 공존하는 양태를 보일 것이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영역이 많아질 것이

다 전통적 수집방식으로는 색인지 및 초록지의 전자형 데이터베이스화 학술논. ,
문집의 화 전자잡지의 계속적인 증가 웹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활발한CD-ROM , ,
접속 등에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각종 매체에 수록되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수집방식을 달리하여 의 과 의 을 동시에 제實物資料 所藏力 電子資料 接近力

고시켜야 할 것이다.

9) Yuan Zhou, "From Smart Guesser to Smart Navigator : Changes in Collection
Development for Research Libraries in a Network Environment," Library Trends,
Vol.42, No.4(Spring 1994), p.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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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구성의 체계화3.

도서관에 입수된 장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실물자료의 경우 주제별로는. ,
인문과학자료 사회과학자료 과학기술자료 등으로 정보의 속성에 따라서는 도, , ,
서 교양도서 학술서 참고도서 잡지 교양잡지와 학술지 정부간행물 회색문헌( , , ), ( ), ,
학위논문 회의록 기술보고서 학회발표논문 등으로 물리적 형태를 기준으로( , , , ) ,
하면 인쇄자료 회화적 표현자료 클리핑자료 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 , , , ,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CD-ROM .
유통되는 디지털정보를 장서구성의 대상에 포함시킬 때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를 구분하든 간에 장서구성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

하기 위해서는 장서에 편입될 자료의 학문영역별 또는 주제별 특성과 이용집단

의 성향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림 은 장서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 < 6>
문영역별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인문과학은 자료수명이 길고 원전단행본소. ․ ․
급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비해 과학기술분야는 자료수명이 짧고 데이터와

정보연속간행물과 보고서최신자료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과학은,․ ․
다른 학문분야와 상호중첩성이 높다 따라서 학문영역별로는 매우 이질적인 장.
서구성을 필요로 한다.

그림 장서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영역별 속성의 체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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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문영역에 따른 자료의 특성과 이용성향을 기본원칙으로 고려하여 장

서를 구성하되 미시적 측면에서의 학부별 또는 학과 전공 별 장서는 그림, ( ) < 7>
처럼 핵심장서 주변 장서 학제적 장서로 세분하여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여야, ,
한다.

각 학과 전공 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반드시 필(core collection) : ( )核心藏書①

요한 교재 기초이론서 핵심잡지 주요 참고자료 용어사전 백과사전 색인초록, , , ( , ,
지 서지데이터베이스 통계자료 법령집 정부간행물과 문서자료 연구보고서, , , ), , ,
학위논문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핵심잡지는 영향계수나 이용 인용 빈도를 조. ( )
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평가로 핵심잡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전. .
술한 컨스펙터스에서는 기초정보수준 내지 학습교육지원수준이 위의 그림에,․
서는 각 학과나 주제의 가 핵심장서에 속한다A, B, C .

어떤 학과 주제분야 의 핵심장서를 보충하(marginal collection) : ( )周邊藏書②

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장서의 심도를 강화하는데 절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는 강의계획서에 나타나는 참고문헌 학위논문처럼 세분된 주제를 다룬 학술자,
료 뉴스레터나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잡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림에서는, . A', B',
가 이에 속한다C' .

여러 학과 전공 의 교(interdisciplinary basic collection) : ( )學際的 基本藏書③

육 및 연구활동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장서를 의미한다 가령 참고자료 중에서는. ,
언어사전과 옥편 등이 서지도구로는,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 」

Science Citation Index ,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 Medline ,「 」 「 」 「 」

가 잡지 가운데는Dissertation Abstract Ondisc , Information Society ,「 」 「 」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에서는 세 개의 원이 중첩되Nature , Science .「 」 「 」

는 부분 이 학제적 기본장서이다(A' B' C') .∩ ∩

그림 특정 학부 또는 학과 전공 의 장서구성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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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과 전공 에서 반드시 필(interdisciplinary collection) : ( )學際的 藏書④

요로 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상호 이용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영역(A' B', A'∩ ∩

에 속하는 장서를 말한다C', B' C') .∩

다음으로 거시적 측면에서는 소장과 접근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접근패러다임

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환경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장서구성의 범위를 전통적인

자료 인쇄매체 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 팜플렛 등 에서 데이터베이( , , , ) CD-ROM
스 디지털정보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 각종 기관의 홈페이지로 확장할 필요, , ,
가 있다 그림 은 장서의 구성체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좌표 내의 음영부분. < 8>
은 과거로부터 수집된 무수한 장서들이 이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되고 있는

영역인 반면에 비음영부분은 활발하게 이용되는 장서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장서구성은 소장 및 접근패러다임을 절충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군으로 유형화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인쇄본과 디지털 버전의 구성체계8.

대출빈도가 높거나 관내 이용이 활발한 단행본과 학술지 등의:核心藏書①

핵심장서는 인쇄형 실물자료를 중심으로 수집구성하여 소장기능을 강화․
한다 당대의 중요한 실물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통시대적 지식정보의 체.
계화를 위한 선제조건이며 도서관의 존립가치를 보증하는 최선의 방안이,
다.

이용도가 높은 학제적 장서는 인쇄본과 디지털 버전을 동시:學際的 藏書②

에 수집하되 비용 효과면에서 보강성이 강한 도서는 인쇄본을 수집하여-
장서를 충실화하고 대체성이 강한 서지도구나 학술지는 디지털버전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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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 접근력을 높인다.
이용자의 현재적 최신의 요구정보 중에서 일부의 전문: ,現在的 要求藏書③

정보를 제외한 단편적 정보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료형태는 디지털

버전이다 특히 법령 자료 통계데이터 학회정보 회의자료 등을 전자형태. , , ,
로 입수하거나 웹사이트와 링크하는 방안 그리고 자체의 정보속성별 또는, (
주제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은 접근력을 제고시키는 첩경이다) .

도서관이 핵심자료나 학제적 자료로서의 성격을 부여하여:別無利用藏書④

수집한 장서일지라도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주변장서로 변질되거나 대출회

전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별무이용장서는 밀집보.
존 디지털화 폐기 등의 전략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만약 디지털화를 추, , .
진한다면 실물자료의 내용목차를 스캔하여 디지털 정보에 편입시키고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목차검색을 통하여 원본에 접근하는 연계시스템

을 개발해야 한다.

장서개발의 전략적 방안.Ⅲ

단행본의 선정과 수집1.

일부의 호사가들이 무책임하게 예단하는 의 이나 종이없는,印刷資料 死滅 終焉

사회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모든 도서관은 광활한 강가에서 수석을 캐는 심,
정으로 장서구성의 대종을 차지하는 도서와 잡지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체계적으

로 수집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서관 현장에서 수행되.
고 있는 자료선정 및 수집시스템의 관행을 보면 관종을 불문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선정된 자료가 입수되고 장서에 편입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처리 및 축적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선정이 잘못되어 사장도서로,
전락한다면 자료입수에 따른 이용자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며 종국에는 이용자로,
부터 외면 당하게 된다 따라서 장서개발의 측면에서 실무수행의 과정적 및 제.
도적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료선정의 신뢰성 확립(1)

자료선정에 있어서 과 의 문(overselection) (underselection)過多選擇 過小選擇①

제이다 전자는 이용되지 않는 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선택하는 적극적 오류인.
반면에 후자는 당연히 입수해야 할 자료를 너무 적게 선택하는 소극적 오류

이다.10) 국내 도서관에서 선택기능이 미약하고 별무이용되는 장서가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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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과다선택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소선택은 나중에.
추가로 구입하거나 상호대차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지만 과다선택은 비용부

담 구입 및 처리비용 보존비용 기회비용 을 증가시키고 다른 선택의 여지를( , , )
없앤다 따라서 과다선택을 억제하기 위한 선택기능의 강화가 절실하다. .
자료선정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외국의 전공도서.②

는 교수가 외국의 참고도서와 국내도서는 사서가 선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
연례행사에 불과한 교수추천의 경우는 적당한 추천 업자와 결탁한 추천 대, ,
리추천 주변장서의 추천 등이 비일비재하다 교수의 선택권을 사서에게 이양, .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내 사서들의 능력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이다 따, .
라서 도서관은 교수들의 자료추천에 도움이 되는 출판정보지와 리뷰지 출판(
저널 및 학술지의 서평란 등 출판사의 신간목록 등, Choice, Library Journal ),
을 각 학과 전공 에 수시로 제공하여 충실한 추천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
것이다.
사서가 자료선정을 주도하는 경우에도 장서개발의 차원이 아니라 자료예산을③

소진시킬 의도로 출판사나 서적상의 판매목록을 보고 일괄 선정하는 사례가

많다 담당인력의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제전문. ,
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학문영역별 전담사서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그들에,
게 대학원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승진시 가산점을 부여

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현재처럼 연간 회나 학기별 추천으로는 최신자료를 입, 1④

수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추천방식을 적어도 또는 로 전. 分期別 月別 推薦制

환하되 필요한 자료는 시기를 불문하고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부 출판사 예를 들면 는 학술지를 단행본으로 재출판한다( Haworth Press) .⑤

그럼에도 도서관에서는 교수들이 추천한 도서 중에서 학술지와 내용이 동일

한지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중복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를 단행본으로 발행하는 출판사목록을 확보하

여 추천도서가 그 출판사의 자료일 경우에는 신중하게 체크하여야 한다.

10) David Carpenter & Malcolm Getz, "Evaluation of Library Resources in the Field of
Economies : A Case Study," Collection Management, Vol.20(1995),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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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베스트셀러⑥ 11)에 대한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다 통상 베스트셀러는 내용.
의 통속성과 대중성 성적 호기심의 유발 감성적 및 감각적 호소 출판사의( , ),
기획전략 일반 독자층을 겨냥한 출판기획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적시성 작위( , ),
적 광고효과 출간 전후의 발매광고 저명인사의 과대한 서평과 추천광고 분( , ,
배식 문학상 수여와 대대적인 홍보 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경우가 다)
반사이다 따라서 선택사서의 냉정한 분별력이 요구된다. .

수집시스템의 개선(2)

자료구입의 경우 국내도서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도서목록을 이용하여, 入①

으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신간도서의 입수율이 저조하고 입수시札競爭方式

간도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무실에 앉아서 출판사목록을 체크하여.
구입하는 방식을 현물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계약방식現場購入

도 정기적인 입찰경쟁에서 수시로 구입하는 으로 바꾸어야 한다.隨意契約方式

외국도서는 주로 대행구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가의 까지 예산을10-30%②

추가 지출해야 하고 수입상들은 추천시기에 임박해서 도서목록을 여러 대학,
에 집중배포함으로써 납품율이 저조하거나 입수가 지연되며 송장의 미제출,
등으로 가격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수입상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다 따라서. 代

을 고수할 경우에는 도서관내에 을 설치하여 교수나 사行購入方式 新刊展示室

서가 직접 현물을 보고 선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직접 구입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가 추천하거나 사서가 선정한 도서목록을 수합하여 복본여부 및 가격③

을 조사한 다음에 주문목록을 작성하고 결재과정을 거쳐 구입하는 현행시스

템에서는 비록 신간자료라 하더라도 최신성이 결여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교수들이 서점에서 선정하거나 외국에 주문하여 입수한 자료 중에서 복본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구입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긴급한 요구자료일 경.

11) 년에 월간 문예지인 이 미국 개 도시의 소매서점에서 가장 잘1885 The Bookman 19「 」

팔리는 도서 권 의 신간목록을 게재한데서 기원하는 베스트셀러 는 통상 동(6 ) (best seller)
일한 주제나 자료유형의 다른 책에 비하여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이 판매된 도서 또는

그 목록을 지칭한다 유사한 용어로는 밀리언셀러 와 빅셀러 가. (million seller) (big seller)
있으며 그 외에도 판매기간이 길 경우에는 스테디셀러 또는 롱셀러, (steady seller) (long

라 하기도 한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모트는 베스트셀러의 내용적 요건seller) .
으로 종교적인 호소력 자기개선의 동기부여 개인적 모험 발, , , ,煽情主義① ② ③ ④ ⑤

랄성 민주주의 유머나 눈물의 자극 환상 성적 흥미의 유발, , , , , ,時宜性⑥ ⑦ ⑧ ⑨ ⑩ ⑪

이국적 정취 청소년물 등을 출판산업적 요인으로 서명 장정 발간전 홍보, , , , ,⑫ ① ② ③

서평 광고 영화제작 염가의 복사판 등을 제시하였다, , , .(Frnak Luther Mott,④ ⑤ ⑥ ⑦

Golden Multitudes : The Story of best Sellers in the United States(New York :
Macmillian, 1947),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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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인터넷 수서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신속한 구입채널을 개발해야 한

다.
사립대학도서관에 배정되는 국고 보조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된④

다 하반기의 보조금은 월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선된 자료를. 10
구입하기 보다는 수입업체가 주관하는 를 유치하여 일괄 구입하' '圖書展示會

는 등의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예산의 집행과정상 보조금의 일괄배정이.
불가피하다면 자체예산과 보조금의 총액을 감안하여 연간 수집계획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에는 각국 출판사의 신간정보가 끊임없이 추가⑤

되고 있다 따라서 선택사서는 무수한 데이터베이스를 항해하면서 신간자료를.
조사하여 선택하여 장서의 최신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터넷.
이 제공하는 도서판매용 서비스형태로는 접속 및 웹기능을 이용한 데Telnet
이터베이스의 온라인 검색 및 발주서비스 전자메일에 의한 주문 고퍼 및 웹, ,
을 이용한 텍스트형식의 도서목록신간안내관련정보의 확인 등이 있다.․ ․
온라인 수서는 국외 출판사나 서적상에 직접 주문하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인⑥

보이스를 요청하고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는데 따른 시간지연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므.
로 카드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고 우편사고로 인한 지연도착이나 미착에 대,
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인터넷 수서는 전통적인 수서 출판사를 통. (
한 직접 구입 대행사를 경유하는 간접구입 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 )
라 보완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요컨대 도서관은 연간 장서개발계획에 따.
라 직접구입과 간접구입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시간, ,
개념이 중시되는 에 대해서는 웹주문이 가능한 수서시스템을單發性 要求資料

갖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구입예산으로 양질의 자료를 입수하는데 치중하고 있다.⑦

그러나 시판유통되는 자료 와 의 비율(white paper) (grey literature)灰色文獻․
이 정도8 : 2 12)인 점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유통경로로 입수할 수 없는 정부
간행물 기술 및 연구보고서 학협회자료 대학논문집 학위논문 회의자료 등, , , , ,
의 회색문헌에 대한 수집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수집방법으로는 각종 출판정.
보를 보고 작성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수집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이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 전담사서를 확보하여 수집기준을 설정하고 기관,
별로 자료의 성격과 발간정보를 정비하여 수집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연.

12) , " : ," , 45 , 2 (1995), p.林貞夫 古 情報 廢棄 順序 情報 科學 技術 第 卷 第 號に はいらない の の 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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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물의 경우는 발간예정일을 확인하여 주문하거나 기증을 의뢰하는 自動發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장서구성의 특성화(3)

어떤 도서관도 자료예산을 감안할 때 전세계의 출판물은 고사하고 국내에서,
간행된 자료도 전부 입수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봉사권역내에 산재하는.
동종의 도서관들은 상호협력을 전제로 주제별로 분담하여 수서하거나 장서구성

의 특성화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은 종합적인 장서구성을 지향하는,
반면 나머지 도서관들은 기본장서를 갗추되 주제별 또는 정보속성별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해당분야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
산광역시 교육청은 산하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특성과 위치를 고려하여 시민도서

관은 고문헌과 논문자료를 중앙도서관은 향토자료를 부전도서관은 진학지도용, ,
정보자료를 반송도서관은 사학자료를 해운대 도서관은 관광여행자료를 구덕, , ,․
도서관은 건강자료를 서동도서관은 환경자료를 구포도서관은 공업자료를 사하, , ,
도서관은 취업정보자료를 연산도서관은 해양자료를 명장도서관은 비도서 및 영, ,
상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13) 또한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산하의 개 도서관 가운데 두류도서관은 족보자료 북부도서관은 관광자7 ,
료 효목도서관은 점자자료 대봉도서관은 행정자료 서부 및 동부도서관은 향토, , ,
문인자료 남부도서관은 논술자료 달성도서관은 영농자료의 수집에 주력하고 있, ,
다.
이러한 특성화 내지 차별화 전략은 대학도서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

다 가령 어떤 대학이 정보통신분야의 특성화를 지향하거나 특수교육학이 전국.
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면 도서관은 이들 분야에 대한 장서구성의 목표를 망,
라적 수준으로 설정하여 세계 도처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학술정보를 수집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요구 자료를 자관에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에는 적어도 국내의 다른 도서관에서 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외의 상업적 문헌제공기관을 이용할 때 연구자들의 대기시간과 비용부

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속간행물의 구독과 대체2.

13) http://www.shiminlib.pusan.kr/spec/spec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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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장서 중에서 연속간행물은 수록정보의 최신성과 전달의 속보성을 생

명으로 한다 특히 학술지와 서지자료는 대학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학술정보인.
동시에 장서구성의 우수성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이것은 훌륭한 도서관일수록.
자료예산의 절반 이상을 학술지 구독에 배정한다는 사실이 반증하고 있다 그러.
나 학술지는 경상비 성격의 예산지출 가격급등에 따른 예산압박 간접적인 구독, ,
방식에 따른 결호증가와 지연도착 구독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구독과 관,
리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단행본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게, .
다가 최근에는 전문데이터베이스 전자잡지 웹 버전 의 등(CD-ROM , , )代替媒體

장 문헌제공봉사의 활성화에 편승하여 소장중심의 패러다임도 접근위주로 변하,
고 있다 따라서 구독시스템과 대체매체를 중심으로 학술지의 장서개발을 전향.
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독 및 관리기능의 강화(1)

연속간행물의 구독여부는 다양한 보존자료로서의 내용가치 전문가( ,評價情報①

의 평가 이용자의 요구 저자편집자출판사의 평판 서평지의 평가내용, , , ,․ ․
인용데이터 영향 계수 색인지 및 초록지에의 수록 등 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 )
결정해야 한다.
도서관의 기본장서인 핵심잡지의 구독에는 계속성과 일관성의 원칙이 중시되②

어야 한다 만약 발행중지나 구독취소 등의 사유로 입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유사 혹은 대등잡지를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일관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변잡지는 수록된 정보의 학문적 가치와 이용자의 실제요구를 동시에 고려③

하여 구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급주제의 지나친 세분화로 이용.
빈도가 매우 낮을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선택성을 강화해야 한다.
신간잡지는 사회변동 학문의 진보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반영하는 가늠자, ,④

이므로 구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장서개발의 차원에서 구독여부.
를 결정하는 기본변수는 구성원의 단행본이나 다른 유형의 정보매체,要求度

의 대한 에서의 등이다, , .相對的 加重値 主題別 發刊比率 硏究論文 引用程度

국내잡지의 계약방식을 연간 회의 정기계약에서 으로 외국잡지는1 ,年中契約⑤

에서 으로 전환하고 계약당시 기존잡지의 과년,代行社 去來方式 直接 購入方式

호는 일괄 구입하거나 마이크로형태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독잡지의 종수가 천종 이상일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하5⑥

여 관련 기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14)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 등에, ,
분산되어 있는 학술지의 구입과 정리 및 이용기능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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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대체수단의 개발(2)

최근에 서지도구는 물론 학술지 전문이 인쇄판과 동시에 버전으로CD-ROM①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버전을 구입하는 대신. CD-ROM
에 동일자료의 인쇄판 구독을 중지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학술지의 구독.
종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주제별 학술지는 관련학과에 공통 및,
학제적 학술지는 도서관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부실한 것은 구독을 취소

하거나 대체물을 개발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인쇄자료의 구독취소에 따른 대체수단으로 각광받는 서지 및 전문데이터베이②

스는 버전인CD-ROM Book in Print Plus , Chemical Abstract「 」 「

전문데이터베이스인CD-ROM , Current Contents , Medline ,」 「 」 「 」

원문제공시스템인 등 무수히 많다 이러한 대안이Adonis , UnCover .「 」 「 」

최종이용자를 위한 컴퓨터 검색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지만15),
무분별한 도입으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
서 대체수단을 도입할 때는 도서관의 물리적 여건 지리적 조건 사이트 이용( , ),
자의 검색수준과 수용태도 예산확보와 지출여유 직원의 정보마인드와 이용, ,
교육 네트웍 환경에서의 이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학술지의 구독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와 의 영향계수 등으로 평가ISI③

한 타이틀의 질을 우선 고려하되 마이크로폼 전자형태물 등 대, CD-ROM․ ․
체수단의 존재 여부와 원문제공봉사에 따른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한다 인쇄자료의 구독취소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지라도 이.
용자에게 봉사요금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16)
학술지는 소장의 망라성을 지향할 수 없으므로 이용도가 높은 학제적 핵심잡④

지의 신속한 접근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쇄버전의 학.
제적 중핵잡지 및 서지도구를 전자잡지나 데이터베이스로 대체하CD-ROM
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용, 協同蒐集

하는 방안이 중복구입을 예방하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14) Hans H. Weber, "Serials Administration," Serials Librarian, Vol.4. No.2(Winter 1979),
pp. 148-149.

15) John Cox, "The CD-ROM Market," In CD-ROM in Libraries : Management Issues,
edited by T. Hanson and J. Day(London : Bowker-Saur, 1994), p. 19.

16) Katherine F. Martin and Robert F. Rose, "Managing the CD-ROM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 : Issues and Alternatives," Collection Management, Vol.21,
No.2(1996),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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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접근의 경제성 평가(3)

장서개발의 차원에서 보면 학술지 및 서지도구의 구독여부는 소장과 접근의

패러다임으로 귀착된다 인쇄잡지와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전자잡지. (CD-ROM
전문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잡지 가 공존할 경우에 소장기, , )
능을 중시하여 인쇄버전을 구독할 것인지 접근기능을 강조하여 전자버전으로,
대체할 것인지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난제이다.
그러나 구독잡지에 대한 예산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소장과 접근의 경제

성을 평가하여 구독을 취소하는 대신에 잉여예산을 상호대차 및 문헌제공봉사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장서개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서는 그림 에 도시한 바와 같이 특정잡지의 소장에 소요되는 총비용 구독료< 9> (
발주입수비 소장공간 및 서가구입비 제본결호보충수선유지비 배+ + + +․ ․ ․

가비 폐기비 간접비 과 편의 논문을 제공봉사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 대차+ + ) 1 (
요금 저작권료 인건비 소요시간 이용자의 기회비용 간접비 을 산출하+ + + ( ) + )
여 한계대차 전달 비용과 한계구독비용이 교차하는 지점 다시 말해서 의( ) , 雜誌 所

대 의 을 찾아야 한다( ) .藏 購讀 接近 損益分岐點 17)

그림 잡지의 소장 및 접근의 손익분기점9.

17) 윤희윤 대학도서관 문헌제공봉사의 현황분석과 강화방안, " ," , 29 (1998圖書館學論集 第 輯

겨울호),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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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례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용빈도의 손익분기점은 연간 최저 회에서, 5
최고 회로 나타났다35 .18) 그리고 그리피스와 킹(Jose-Marie Griffiths & D.W.

이 특수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사한 바에 의하면 구독료가 달러인 잡지King) , 120
의 소장비용은 달러 논문 편당 제공비용은 평균 달러로 산출되어 소장188 , 1 18.79
과 접근의 분기점이 연간 회 소장비용 논문 편당 제공비용10.8 ( $188 1 $18.79 ×≒

회 로 나타났다10.8 ) .19) 즉 어떤 잡지의 연간 이용빈도가 회 이상이면 구독하, 10.8
는 것이 경제적이고 그 이하이면 원문신청을 통하여 복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그 외에도 헌트 는 학술지의 구독비용과 대차비용을 비교분석하(R.K. Hunt) ․
여 기관비용율 을 산출하고 비용 효과 기준치 를 평(Institutional Cost Ratio) - ( =1.0)
가하는 공식을 개발하였다.20) 예컨대 의 연간 이Journal of Applied Physics「 」

용건수가 건 구독비용이 달러 제본책수가 권 건당 대차비용이105 , 1,680 , 15 , 1 17.2
달러 유지비용이 달러 배가 및 축적비용이 피드당 달러라면 이 잡지에 대, 27 , 1 6 ,
한 기관비용은 이므로 계속 구독(105 × 17.2) / [1,680 + 27 + (15 × 6)]= 1.01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독비용 상호대차비용 유지비용 배가 및 축적비용 이용(P : , I : , M : , S : , U :
건수 제본자료수이다, I : )

밀네와 티파니 는 잡지의 구독비용을 이용데이터로(D. Milne and B. Tiffany)
나누어 이용단위당 비용 을 산출하고 비용 효과를 평가하는 공식(Cost Per Use) -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21) 가령 의 구독비용Journal of Psychoceramics「 」

18) Eleanor A. Gossen and Suzanne Irving, "Ownership versus Access and Low-Use
Periodical Titl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39, No.1(Jan. 1995),
p. 51 ; Irene Braden Hoadley, "Access vs. Ownership : Myth or Reality?" Library
Acquisitions, 도서관경영경제학 손정Vol.17(Summer 1993), p. 194 ; Bruce P. Schauer, ,
표 윤희윤 공역 서울 경인문화사, ( : , 1995), pp. 232-233 ; Bruce R. Kingma, "Interlibrary
Loan and Resource Sharing : The Economics of the SUNY Express Consortium,"
Library Trends, Vol.45, No.3(Winter 1997), p. 521.

19) Jose-Marie Griffiths & D.W. King, Special libraries : Increasing the Information
Edge(New York :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1993), p. 165.

20) R.K. Hunt, "Journal Deselection in a Biomedical Research Library : A Mediated
Mathematical Approach,"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ol.78, No.1(Jan.
1990), pp.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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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러 연간 이용건수가 건 이용의 조정계수 예비조사 결과 번의 이용360 , 5 , ( , 3
중에서 진정한 이용은 회 가 연도수에 대한 조정계수 최근 년 동안의 평2 ) 3/2, ( 5
균 인용율 가 이므로 이용단위당 비용은) 100/38 360/(5 × 1.5 × 2.63) =

달러가 된다 그런데 이 잡지의 이용단위당 비용 효과의 기준360/19.725 = 18.25 . -
은 달러 상호대차의 건당 평균비용 이므로 구독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 ( 1 ) .

연간 총구독비용 이용건수이다 구체적으로 는 연간 총이용건수(C : , U : . U A : ,
이용의 조정 계수 연도수에 대한 조정계수를 적산한 것이다B : , C : )

이처럼 구독을 통한 실물소장과 원격접근간의 손익분기점은 다양한 방법과 변

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모든 도서관에서 잡지구독비가 심각한 예산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상 어떤 모형을 적용하든 간에 소장과 접근의 경제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도 서관의 잡지예산은 자료구입비의 절반을 상회하.
고 있으므로 학과별 또는 주제별로 평가한 다음에 장서구성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선별적인 구독방안과 원문제공봉사의 강화방안을 조속히 모색하

여야 한다.

전자잡지의 개발전략3.

인쇄형 학술지는 지난 년 이상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술커뮤니케이300
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 의, ,價格 急上昇 發刊 遲滯現象 審査

의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 왔고 도서관의 장서개발에도 많은,制度 不公正性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네트웍의 확충 통신속도의 획기적 개. ,
선 축적매체의 디지털화 인터넷의 등장은 전자잡지의 출현을 재촉하였으며 이, , ,
제 대중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이다 이용자에게는 검색 및 입수.電子雜誌

시간의 단축으로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시간가치를 제고시키는데 도서관에게는,
처리 및 관리문제 정리와 제본 배가 공간확보 분실과 도난 를 해결하고 접근봉( , , , )
사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이에 편승하여 디지털 도서관의 신. 화를 설파하는

21) Dorothy Milne and Bill Tiffany, "A Cost-Per-Use Method for Evaluating the
Cost-Effectiveness of Serials," Serials Review, Vol.17, No.2(Summer 1991), pp.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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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인쇄잡지의 구독취소와 전자잡지로의 대체를 제로섬 게임으로 재단한

다 그러나 전자잡지에 내재된 현실적 제약요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대한.
포장과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전자잡지에 대한 과. 偏見 曲解22)를
해소하고 다양한 개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자잡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곡해는 출판사가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인①

쇄잡지를 전자버전으로 급속히 전환할 것이라는 예단이다 저작권 문제 정보. ,
인프라의 구축 이용자의 정보마인드 등의 장애요소를 감안하면 가까운 장래,
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설령 출판사가 잡지를 전자버전으로 전.
환하더라도 그것은 비용절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과 이미지 때문

이다.
전자잡지가 예산위기를 해결하거나 수서예산을 절약한다는 논리는 지나치게②

과장된 것이다 도서관이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잡지를 구독하기 위해서.
는 초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의 주기적인 교체 비용 전자잡지의 구독비용 시스템의 유지비용이 계속, ,
발생한다.
현재까지 전자잡지의 점유율과 영향력은 극히 미약하다. Arts &③ 「

의 의Humanities Citation Index 10%,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 」

의 정도가 전자버전이다24%, Science Citation Index 35% .「 」 23) 실례로 하
터 등이 종의 전자잡지에 수록된 건의 논문에 인용된(S.P. Harter) 74 279 4,317
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정보원에서 참고한 논문은 건 전자잡지에, 83 (1.9%),
서 인용한 논문은 건 에 불과하였다9 (0.2%) .24)
그럼에도 전자잡지는 인쇄잡지를 능가하는 최신성 유지 동시다발적 접근가,④

능성 쌍방형 대화 논문수록자와 이용자 이용자 상호간 의 가능성 다운로드, ( , ) ,
의 즉시성 색인결호누락된 페이지에 대한 보충이나 제본 및 배가의 불필, ․ ․
요성 최소한의 공간 요구 보존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 .

22) Carol Tenopir and Donald W. King, "Setting the Record Straight on Journal
Publishing : Myth vs. Reality," Library Journal, Vol.121, No.5(March 15, 1996), pp.
32-35 ; Dan Tonkery,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Two Serials is Not a Straight
Line : Managing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Components of Electronic Serials,"
Library Acquisitions, Vol.22, No.29 1998), pp. 173-174.

23) Lee Ketcham-Van Orsdel and Kathleen Born, "E-journals Come of Age," Library
Journal, Vol.123, No.7(April 15, 1998), p. 40.

24) Stephen P. Harter and Hak Joon Kim, "Electronic Journals and Scholarly
Communication : A Citation and Reference Study," ASIS Midyear Paper(San Diego,
CA, May 20-22, 1996), pp. 299-315 (http://php.indiana.edu/ harter/harter-asis96∼

midye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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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잡지는 장서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가능성이 많다 전자잡지.⑤

는 도서관의 수용태도에 따라 의 로 각광받을 것인지,學術情報 寵兒 印刷雜誌

의 로 전락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도서관이 학술정보를 보다 저렴한 비용.亞流

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장서개발의 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버전의 함축적 의미와 현실적 제약요건을 감안하여 인쇄잡.
지의 취약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되 일부는 대체수단으로 인식하는,
전략적 계획이 요구된다 그렇게 할 때 인쇄잡지와 전자버전의 상호보완적. ,
가치를 수용하여 장서의 소장기능과 접근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전자잡지의 제유형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전문데이터베이스 인터(CD-ROM , ,⑥

넷으로 이용가능한 네트웍 전자잡지 을 장서개발의 대상으로 상정할 경우에)
는 합리적인 선택기준 기존의 장서개발정책과의 통합문제 적절한 수서절차, , ,
색인 및 목록의 작성 여부 최선의 접근방안 축적 및 보존방법 등이 선결되, ,
어야 한다.
전자잡지의 최대 약점은 수록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미약하다는 점이다.⑦

에 처음으로 심사제도OJCCT (Online Journal of Current Clinical Trials)「 」

가 도입25)된 이래로 과학기술분야는 약 종에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분야115 ,
는 더 많은 종수에 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나26) 전체적으로 보면 극히 일부분,
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사제도가 채택된 전자잡지를 장서개발의 대상으로 삼.
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잡지의 구독에 따른 도서관의 추가부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인쇄.⑧

잡지를 구독하는 도서관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종의, EBSCO 2,200
전자잡지 중에서 절반 이상은 무료지만 그 외에는 정도는 추가비용10 20%∼

을 부담해야 한다.27) 따라서 인쇄잡지의 구독에 따른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전자버전은 별도의 온라인 접근환경을 구축하고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전자잡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격접근에 대한 이용자의 현실적 요구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⑨

장서개발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영국물리학회 는. (Institute of Physics) 1996
년 월부터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잡지 종 를 홈페이지에 전문을 제공하1 (31 )
고 있으며28) 도 년 월초 개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약 종의, OCLC 1998 1 16 500
잡지를 웹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29) 이러한 환경변화는 이용자의 새로운

25) A. Keyhani, "The Online Journal of Current Clinical Trials : An Innovation in
Electronic Journal Publishing," Database, Vol.16(1993), pp. 14-23.

26) http://journals.ecs.soton.ac.uk/servey.html
27) Orsdel and Born, op. cit., p. 42.
28) Institute of Physics Electronic Journals (http://www.i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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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요구를 창출하므로 전자적 접근채널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접근패러다임을 강조하는 전략 즉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전자잡지의 안내사이,
트30)를 군집한 게이트웨이 기능을 강화하여 소장패러다임을 보완해야 한다.

인터넷 장서개발의 전략4.

인터넷 장서개발은 웹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정보자원을 확인 분석 선택한 다, ,
음에 이용하기 쉽도록 가공하여 자관의 데이터베이스에 편입 또는 연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전형적인 웹사이트에는 일반정보 위치 조직 봉. ( · ·
사시간 주요 정책과 규정 를 탑재한 페이지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잡지 회· ) , , , ,
의정보 학회정보 잡지의 목차정보 온라인 목록정보 로컬 온라인, , (TOC), (OPAC),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상업적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가상공간, CD-ROM , ,
에서 링크한 주요 사이트 등이 망라적으로 링크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도서관계에서 인터넷 장서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콜롬비아대학도서관

은 디지털장서의 범주를 참고데이터베이스와 색(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인 전자텍스트 전자 잡지 뉴스서비스 디지털 이미지 전자데이터 서비스 고서, , , , , ,
의 검색도구 인터넷 주제가이드로 설정하고 있다, .31) 이러한 전자정보는 원격지

에서 신속하게 접근입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본축적검색비용이 격감․ ․ ․
되므로 인쇄자료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또한 전자텍스트의 다운로드나 다른 데.
이터베이스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 정보자원도 전자잡지와.
마찬가지로 많은 제약요소를 함축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개발전략을

29) Frank Quinn, "A Role for Libraries in Electronic Publication," Serials Review, Vol.21
(1995), p. 29.

30) http://inixg.ubc.ca:7001/0/providers/has/zjj/ejacd.html ; http://www.uvm.edu:80/∼
미국화학회 영국왕립화학회bmaclenn/ ; (http://www.acs.org/) ; (http://www.rsc.org/) ;

미국물리학협회 영국물리학회(http://www.aip.org/) ; (http://www.ioppublishing.com/) ;
영국전기기술자협회 미국전기기술자협회(http://www.iee.org.uk/Welcome.html) ;

일본학술정보센터(http://www.ieee.org) ; (http://www.nacsis.ac.jp/nacsis.index.html) ;
첨단학술정보센터(http://www.kric.ac.kr) ; Elsevier(http://www.elsevier.com/ ;
http://www.sciencedirect.com/ ; http://chemweb.com ; http://www.BioMedNet.com/ ;
http: / /www.elsev ier .com/) ; Academic Press(http: / /www.apnet .com/) ;
Springer-Verlag(http://www.springer.de/) ; ChemPort (http://JST.chemport.org/) ;
Ovid Technologies(http://www.ovid.com/) ; UMI(http://www.umi.com/) ;
O C L C ( h t t p : / / w w w . o c l c . o r g / o c l c / m e n u / h o m e 1 . h t m l ) ;
SilverPlatter(http://www.silverplatter.com/) ; Swets(http://www.swets.nl/) ;
EBSCO(http://www.ebsco.com/home/) ; Blackwell's(http://www.blackwell.co.uk/) ;

(http://www.maruzen.co.jp/)丸善

31) http://www.columbia.edu/cu/libraries/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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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서개발의 측면에서 인터넷 정보자원을 바라보는 도서관의 입장이 의'駝鳥①

을 견지해서는 곤란하다 타조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ostrich behavior)' .習性

면 모래에 머리를 처박는 습성이 있는데 아무리 머리를 처박아도 신체의 일,
부가 노출되기 마련이다 동일한 이치에서 도서관이 실물자료만 고집할수록.
장서개발의 여지는 줄어들고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도.
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자원의 확인과 수집 관리와 서지통정을 불가능한 업무, '
내지 책임 밖의 업무로 간주하여 무시한다면 기존장서의 이용가치는 더' ' '
하락할 것이다.
장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②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보기술과 정보자원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한 단기계획의,
필요성 정보자원의 비영속성 저자 또는 웹마스터 의 책임성이나 평판에 대한, , ( )
결정의 어려움 정보 자원을 접근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수정의 필요,
성 일부 정보자원의 상호작용성과 중첩성 선택기준의 계속적인 변화 장서유, , ,
지를 위한 예측의 불가능성 자료보관의 어려움과 제한성 저작권법의 미해결, ,
로 인한 적용상의 어려움 안전보증의 어려움 정보접근에 컴퓨터 기술과 기, ,
술적 지원의 필요성 새로운 모형의 협력자금 준비 등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어떤 정보자원을 장서개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하여야③

한다 미소장자료를 우선적으로 개발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온라인 전자잡지.
단순 텍스트형식 페이지를 이미지로 축적한 일종의 팩스 이미지형식 텍스( , - ,
트 구조화형식 웹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는 학술지의 목차정보), (TOC)32),
회의자료 카렌더 회의프로그램 예고집 회의록 및 검색도구 회의정보의 색( , , , ,
인지 회의록의 소장정보, )33) 학회정보 입회정보 학회참가신청서 학회발표신, ( , ,
청서 논문모집 및 투고요강 뉴스레터 전자텍스트 의견교환 질의응답 간행, , , , , ,
물목록 통계데이터 법령자료 각종 링크정보 등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 ,
바람직하다.

32) http://www.springer.de/server/svjps.html ; http://www.iop.org/CoDAS/ ;
http://www.chaphall.com ; http://www.isinet.com/prodserv/rad/radp.html ;
http://www.elsevier.co.jp/estoc/ ; http://kapis.www.wkap.nl/ ; http://www.oup.co.uk/ ;
http://www.ieee.org/pub-preview/pub-pre.html/

33) http://www.soc.nacsis.ac.jp/index.html ; http://www.tyo.laterra.or.jp/~icic/index.html ;
http://jake.prod.oclc.org:3051/html/fs_pswd.html ; http://www.acm.org/event/ ;
http://www.acs.org/meetings/calendar ; http://www.ieee.org/conference.conflinks.html ;
http://www.ieee.org/tag/tag.html ; http://webcat.nacsis.ac.jp/ ; http://opac97.bl.uk ;
http://jake.prod.oclc.org:3051/html/fs_psw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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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기반한 의 은 표 과 같이 도서관 홈페이지와의 링< 1>藏書開發 模型④

크형 과 인터넷 정보자원의 통합형 외주방식에 의한 벤더공급형 도서, OPAC , ,
관 상호간의 협동개발형 그리고 가상서고 구축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도서, .
관은 제반여건을 분석하여 자관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표 인터넷에 기반한 장서개발의 모형1.

모형의 종류 주요 내용과 특징

홈페이지 링크형

도서관이 인터넷 가상공간에 축적된 정보자원을 선택해서 홈
페이지에 링크시킨 다음에 제공하는 형태이다 전형적으로 개.
별 정보자원이나 전문정보가 아닌 안내정보 가이드 목록 를( , )
제공하는 소극적인 모형이다

통합개발형

도서관은 인터넷 정보자원을 확인선택한 다음에 목록레코․
드와 주소를 링크 통합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정보자원의URL · .
적절성과 의 정확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체크URL
과정과 유지보완이 필요하다

벤더공급형

벤더가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도서관이 요구하는
프로파일에 따라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모형이다 비록 외주방.
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자원의 관리리뷰평가에, ․ ․
대한 책임은 벤더와 공유한다

협동개발형

복수의 도서관이 상호협력하여 인터넷에 탑재된 특정 주제분
야의 장서를 개발하는 모형이다 물론 인터넷 정보자원에 대.
한 라이센스의 공유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Michigan

의 장서개발모형을 들Electronic Library(http://mel.lib.mi.us)
수 있다

가상서고형

도서관은 인터넷 정보자원을 자관의 목록데이터베이스와 링
크시켜 통합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분류배열하여 가상서고․

를 구성하는 모형이다 가상서고에서 확인한 정(cyberstacks) .
보자원의 전문정보는 자관의 워크스테이션이나 외부의 워크
스테이션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어떤 모형을 선택하든 간에 인터넷 장서개발은 세 가지의 을 반드시基本戰略⑤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인터넷에 부유하는 다양한 서지정보. , (OPAC,
색인 및 초록 정보 논문의 목차정보 의 소장 및 접근사이트에 대한 검색기능, )
을 제고시켜야 한다 부언하면 가상공간에 탑재된 정보사이트 중에서 유용한. ,
사이트를 취합하여 주제별 또는 학문분야별 계층구조를 만들고 도서관 홈( )
페이지의 검색메뉴에 링크시킴으로써 이용자가 무수한 사이트를 추적하고 검

색하는데 따르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미소장 전문. ,
정보 전자도서 전자잡지 학회논문 통계데이터 뉴스레터 신문정보 법률정( , , , , , ,
보 등 의 주제별 전공별 또는 정보속성별 접근채널과 입수기능을 강화해야) ( )
한다 실물중심의 장서개발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제한성을 감안할 때 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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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미소장 실물자료의 전문을 신속하게 입수하는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

다 셋째 웹데이터베이스에서 취사선택한 전문정보와 원문요청으로 제공된. ,
학술자료의 사본을 디지털형태로 축적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협동장서개발의 강화5.
어떤 도서관도 모든 형태의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방대한 장서를 구축하고 자

급자족할 능력이 없으므로 장서개발 및 자원공용을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은

장서의 소장기능과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최선의 대안 중의 하나로 간주되

어 왔다 그리하여 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연. 1940
구자료의 이용범위를 확장하고 값비싼 연구자료의 중복구입을 줄이며 장서개발, ,
과 자료수집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수집할 목적으로 협동 장서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34) 그 유형에는 국가나 지역의 모든 학술자원을 확충하는 프로그램,
수집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회원도서관간의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프로그램 기존,
의 자료에 대한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정보접근을 개선하는 프로그

램 자료교환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
다음과 같다.

외국의 협동수서계획(1)

가 연구도서관그룹 의 협동장서개발계획. (RLG)
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연구도서관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한1970

자관중심의 장서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구영역 및 정보요구의 다양화와.
확대 정보자원의 질적 다양화와 양적 급증 구매력의 저하 심각한 열화현상 등, , ,
으로 인하여 특정 도서관이 모든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없는 상황․
에 처하게 되자 연구도서관그룹 을 발족하고, (Research Libraries Group) RLIN

을 운용하였다 년에는 장서개발(Research Libraries Information Network) . 1978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년에 장서개발 및 분담수집에 관한 최종 방침을 결정, 1980
하였다 그 목표는 장서의 규모특질강약에 대한 전국적 조사 연구자료의 제. ,․ ․
공을 위한 상호협력의 강화 장서 및 수집수준에 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장서, ,

34) Joe A. Hewitt and John S. Shipman, "Cooperative Collection Development among
Research Libraries in the Age of Networking," Advances in Library Automation and
Networking, Vol.1(1987),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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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리적 성장과 수집관리에 소요되는 비용통제와 수집책임의 분산 연구자료,
의 분산시스템 개발 수집방침에 관한 용어와 형식의 표준화 자료공용시스템의, ,
구축 수집방침과 보존방침의 연계 수단 개발 공동편목시스템의 구축 등에 있었, ,
다.35)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구체화한 시스템이 즉 분'RLG Conspectus',
담수집을 지원하는 장서평가시스템으로 협동장서개발의 근간이 되었다 원래는, .
지역별 책임수집분야의 설정 고액 전집류의 구입도서관 조정문제 등 수집기능,
을 강조한 협력시스템이었으나 최근에는 부족한 자료예산과 접근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감안하여 자원공용에 치중하고 있다.

나 의. ARL/AAU Research Libraries Project

년 와1993 (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美國大學協會 硏究圖書館協

는 전자환경하에서 국가차원의 연구장서를(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會

공동관리하는 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젝'ARL/AAU Research Libraries Project' .
트에는 대학원 및 전문직 교육과 연구프로그램이 강한 미국의 개관과 캐나다56
의 개관이 포함되어 있다 와 이 멜론재단 의 지2 . AAU ARL (Mellon Foundation)
원하에 정보네트웍과 분산프로그램에 기초한 자원공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외국자료의 접근과 전달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연구도서관의 자원공용을

모형으로 변모시키는데 있다'just-in-time' .36)

다 의. ALA Duplicates Exchange Union

대부분의 복본교환프로그램은 주제별 도서관 의학 신학 법학 등 에 소속된( , , )
사서집단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일부는 동일한 봉사권역내에 소재하는 도서관간,
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미국도서관협회 산하의. 'Library

의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Division Committee of the Serials
에서 관리하는 은 복본자료를 범국가적으Section' 'Duplicates Exchange Union'

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국내에서 출판된 도서와 잡지를 보충하고자,

35) Nancy E. Gwin and Paul H. Mosher, "Coordinating Collection Development : The
RLG Conspectu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44, No.2(Mar. 1983), pp.
128-140.

36) Jutta Reed-Scott, "Future of Resource Sharing in Research Librarie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21, No.1/2(1995), pp. 70-72.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서개발의 기본방향과 전략적 방안 33

하는 소규모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적합하다 복본을 제공받는 도서관은 교환.
목록의 준비 및 배포비용과 선적비용만 부담하면 된다.37)

라 독일의. SSG-Plan(Sondersammelgebietsplan)

제 차 세계대전 이후 는 피2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獨逸硏究協會

폐화된 경제 및 문화의 부흥책으로서의 학술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학술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국가협력체제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
러한 일련의 구상은 으로 명명된 분담수집SSG-Plan(Sondersammelgebietsplan)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년 전국의 개 학술도서관 국립도서관 개 대학도. 1949 24 ( 2 ,
서관 개 공과대학도서관 개 연구소도서관 개 은 독일연구협회의 재정지원12 , 8 , 2 )
하에 전쟁으로 소실된 외국의 주요 학술문헌을 적어도 한 권씩 독일내에 확보할

목적으로 모든 학문분야를 개 그룹 개 소주제로 나눈 다음 년 이후에28 , 105 , 1939
발간된 외국문헌을 대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년에는 개 도서관이. 1985 36
개 수집분야를 분담하였으며 현재는 수집자료의 형태가 도서와 학술지는 물110 ,

론 레코드와 마이크로자료로 확대되었다.38)

마 일본 외국잡지센터의 분담수집시스템.

년 학술심의회 학술정보분과회 는 학술정보 교류체제의 개선에 대하여라1973 ( ) ' '
는 보고서에서 학술연구자료관을 설치하고 외국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할 것

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구체화된 외국잡지센터는 수집대상을 개의. 4
주제분야로 나눈 다음 개의 거점도서관 의학 생물학계, 9 ( / : 大阪大學附屬圖書館

및 의 이공학, ;生命科學分館 東北大學附屬圖書館 九州大學附屬圖書館 醫學分館

계 농학계: , ; :東京工業大學附屬圖書館 京都大學附屬圖書館 東京大學農學部圖

인문사회과학계, ; : ,書館 鹿兒島大學附屬圖書館 一橋大學附屬圖書館 神戶大學附

을 지정하여 국내 미소장잡지의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屬圖書館 39) 이 분담수집
시스템의 특징은 일본에서 유일한 전국 규모의 협력형태로서 복수의 거점도서,
관이 외국잡지센터와 대학도서관에 분산배치되어 있으며 각 대학의 특별예산,․

37) Rose Mary Magrill and Doralyn J. Hickey, Acquisitions Management and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Chicago : ALA, 1984), p. 188.

38) , " SSG ," , No.40(1992,牧村 正史 分擔收集 計劃 大學圖書館硏究ドイツの システム について

9), pp. 29-41.
39) , " - : ,"故選 義浩 外國雜誌 現狀 管理面 見 分擔收集 一例 現代 圖センタ の から た の として の

, Vol.34, No.1(1996, 3), pp. 14-20.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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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과 문부성의 지원예산으로 수집활동을 전개하도록 재정기반이 확립되어( )
있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의 잡지목록을 체크하여 처음부터 소장하지 않은 잡지. ,
구입을 중단한 잡지 새로 창간된 잡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집한다, .

국내의 분담수서시스템(2)

국내에서도 비공식적인 협력수서나 교환시스템의 흔적은 쉽게 발견할 수 있

다 그러나 공식적인 분담수서시스템은 년말. 1997 大邱慶北地域 大學圖書館聯․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효성가톨릭대 영남대 가 외국 학술지의 구독( , , , , )合會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 외에도 년 월에 서울지역의. 1998 9 5
개 대학도서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이 국내 외환시장의 불( , , , , )
안에서 초래되는 재정부담을 타개할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해외 학술지

의 공동이용 및 구독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협동시스템의 구축은.
호남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 대학도서관에서 외국 학술지에 대한 분담수서시스템이 구축된·
배경은 환율급등에 따른 학술지 구독료의 지불능력 상실 및 외화절감 익년도,
국고 지원금 및 교비의 삭감에 대한 사전대비 도서관 상호대차의 실시로 인한,
구독종수의 증대에 대한 기대감 가입에 따른 전자잡지 종 의, EBSCOhost (1,670 )
온라인 원문제공 등에 있었다 년도 구독분 가운데 종은 모든 도서관에서. 1997 42 ,
종은 개관에서 종은 개관에서 종은 개관에서 각각 중복 구입하는127 4 , 241 3 , 563 2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데이터에 근거하여 년도에는 경북대가 종. 1998 339 ,
계명대가 종 대구대가 종 대구효성가톨릭대가 종 영남대가 종의256 , 296 , 265 , 267
구독을 중단함으로써 약 달러 개관당 평균 억 천 백만원 의 예산을905,827 (1 2 3 5 )
절감하였다 그러나 이 분담수서시스템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현.
실화 되지 못하다가 관리체제를 수용해야 하는 각 대학도서관이 잡지예산IMF
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의기투합하여 급조한 것이다 일단 협력시스템의 공식.
화와 외화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다수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학술지는 대학도서관의 핵심장서이다 따라서 분담수집도 각 대학의 학문.①

적 특성 학과 전공 의 구성내용 장서구성 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 ) ,
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모든 대학도서관은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핵심잡지를 구비하되 주변잡지와 학제적 잡지로 보완해야 한다 만약 구독, .
대금을 기준으로 핵심잡지와 학제적 잡지의 수집을 분담한다면 의核心藏書

와 의 를 초래할 것이다.空洞化 學問的 連繫性 弱化

분담수서용 잡지의 선정기준과 구독취소의 결정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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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수들의 추천과 요구가 외국 학술지의 구독여부를 결정하는

이상 취소여부도 당연히 그들의 질적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사서, .
들이 중복종수와 잡지가격을 기준으로 구독취소와 분담수집을 결정하는 것

은 이용자를 무시하는 의 이며 정말 넌센스가 아닐 수,行政便宜主義 典型

없다.
분담수서시스템의 구축이 잡지의 구독료를 절감하고 지불능력의 상실을 타③

개하는 차원이라면 자료예산의 내외를 점유하면서도 이용율이 극히, 5%
저조한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공동구입 또는 분담수서하는 방안을CD-ROM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모든 시스템이 그러하듯이 분담수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절감④

이 아니라 봉사기능의 강화에 있다 그럼에도 잡지검색과 원문입수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사실은 구독취소 내지 분담수집하는 잡지의

원격 검색시스템과 입수채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협동장서개발은 명목상 예산절감을 주요한 관심사로 상정하

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장서의 충실화 내지 특성화를 전제로 하는 봉사수단을

확장하는 동시에 문헌제공력과 입수가능성을 높이는데 있다 환언하면 장서구성.
의 지속적인 내실화 미소장자료에 대한 원격접근 및 검색기능의 제고 원문제공, ,
봉사의 강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협동수서나 분담수서는 별무소용인 것이다 그.
리고 협력의 순서는 성격이 유사한 도서관의 차원에서 출발하여 동일한 봉사권

역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협동수서시스템은 자료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자원공용의 이념을 구현하는 최

적의 대안이다 따라서 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낫다는 호혜정신에 입각하여 전략. ' '
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론 및 제언.Ⅳ
장서는 인류의 장구한 역사 그 자체인 동시에 지식창조와 사회변혁의 단초가

되는 의 이다 또한 장서는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정당화하는 가.記錄媒體 集成體

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미래에도 모든 도서관은 인류의 지적 및 예술적 산.
물을 수집하여 후세에 전하는 교육 및 연구활동에 유용한 각종 자,歷史的 機能

료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자아개발 독서활동 생활편익에 필요한 교, · ·學術的 機能

양자료를 제공하는 지식정보를 유통시키고 재생산하는 게이트웨이,文化的 機能

로서의 그리고 자료접근과 정보이용을 촉진하는 등을,仲介的 機能 書誌的 機能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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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거대한 실물장서와 기념비적 건물로 대변되

었던 도서관의 정체성은 서사재료의 형질변경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다변화로

와해되는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신세기를 목전에 두고.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편승하여 의 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藏書開發 指向性

다 소위 공간개념으로서의 실물공간과 가상공간 존재가치로서의 자료보관소와. ,
정보게이트웨이 그리고 총체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세기형 실물도서관과, B.C. 21

세기형 가상도서관에 대한 담론의 갑론을박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배A.D. 21 .
태된 장서패러다임이 과 이며 양자의 대립적 가치를 어떻' ' ' ' ,實物所藏 遠隔接近

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장서개발이 정보접근의 극대화냐 아니면 실물구축의 강' ,
화냐 하는 차원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도서관이' .
실물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통하여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진력하

여 왔으며 인쇄매체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
다 요컨대 미래에도 접근중심의 도서관과 실물중심의 도서관은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장서개발도 정보매체의 특성과 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지향점을

차별화하되 전체적으로는 절묘한 조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료선택과 수집이, .
라면 장서구성과 개발은 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자료植木行爲 造林活動

의 신중한 선택과 적시적 입수도 필수적이지만 거시적 측면에서의 장서구성과,
개발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서개발의 범주를 인쇄매체에서 디지털정.
보로 확장하여 최소한의 의 기반위에自給自足型 藏書構築 相互分擔型 藏書開發

및 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전략이 요구된다.共用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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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user-oriented relevance evaluation and criteria mentioned by users evaluating
the information within documents based on users' information need
situations. By reviewing previous researches done in the relevance evaluation
field, four criteria groups have been identified that the criteria employed by
users included document surrogate attributes, information content attributes,
individual attributes, situational and environmental 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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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정보검색시스템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재현율과 정확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재현율과 정확율은 검색문헌의 적합평가를 통하여 측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검색실험에서 적합평가행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합을 평가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검색된 문헌간의 유사

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적합평가의 결과는 재현율과 정확율을 평가척도

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성능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합평가와 관련하여 과거 수십년동안의 연구와 논의는 적합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전통적인 시스템 지향적인 관점에서 적합평.
가를 주장하는 부류에서의 적합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표현한 질문과 검색된

특정 문헌이 서로 주제적으로 어느정도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

로서 객관적 적합 또는 주제적 적합 으로 정의되, (objective relevance), (topicality)
기도 한다 는 탐색된 문헌의 주제용어와 요청한 질문의 용어가 서로. topicality
일치하는가를 판단하는 측면이다 이와 반대로 최종이용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문헌의 적합은 일관되지 않고 특정한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

는 것이며 질문서에 표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검색문헌과,
의 관련성을 측정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합평가에서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연구자에 따라 적절성 상황적 적합 심리적 적합 유용성, , , ,
이용자 만족도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적합을 지지하는 연구자.
들은 최종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최종이용자만이 검색시스템의 성능평가 가능

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검색시스템의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논문의 대부분은 이용자의 잠

재적인 정보요구를 배제하고 질의어와 문헌대용물에 나타난 용어상의 일치를 고

려하는 전통적인 시스템 지향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왔기 때문에 이용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적합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검색실험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

문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용자의 정보탐색과정 모델을 개발한 몇몇 연구자들은 적합 평가를 이용자의

지식과 인식에 의존하는 인지적 처리과정과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특징짓고 있다 이는 이용자(Barry, 1994).
지향적인 적합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적합 평가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주어

진 환경에 따라 적합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한 질.
문에 대해 동일한 검색문헌일지라도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검색문헌을 제시하

는 시점에 따라 적합문헌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부적합 문헌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연구자가 특정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탐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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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단계에서 연구가 완료되는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영역

정보문제 에 대한 지식상태는 변화를 보일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적합문헌 평가( ) ,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종료단계에서 적합문헌 평가.
는 연구수행에 따른 학습의 효과로 의하여 시작단계의 적합 평가와는 다른 결과

를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들은 특성 자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적합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합 평가의 결과로 시스

템의 성능이 결정되는 종래의 검색성능 평가 방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Harter, 199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적합판단 행위가 이용자의 정보요구 상황에 따

라 인지적으로 처리되는 이용자 지향 적합의 평가기준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

찰하고자 한다 적합문헌 평가기준에 대한 관련 연구들의 문헌연구방법을 통하.
여 최종이용자 중심의 정보탐색환경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평가요소를 수용

할 수 있는 정보검색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에 있어서 기존의 적합문헌 평가요소 외에 중개자가 고려해야 할 기준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중개서비스의 효율성과 시스템의 성능향상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

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적합평가의 의의와 중요성2.

시스템지향 적합평가의 의의2.1

년대에 정보과학이 논리학 철학에 이어서 적합의 개념을 수용한 이래 적1950 , ,
합은 정보 과학의 기본적인 중심 개념이 되어 왔다 특히 정보검색 연구에서 검.
색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적합이 지니는. ,
의미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적합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그것을 측,
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적합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적합에 관한 정의는?
주로 년대에 매우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와1960 . Cuadra

와 의 연구논문에서 나타난 정의를 들 수 있다Katter(1967), Rees Schultz (1967) .
와 는 적합을 정보요구와 이용성향사이에 관련되는 그 무Cuadra Katter(1967)

엇으로 보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반영한 정보요구서와 정보요구서에 적합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아티컬 사이의 일치로 정의하고 있다 와(article) . Rees

는 적합을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유용성과 검색된 문헌과의 관계Schultz(1967) ,
그리고 이용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검색된 문헌과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정보요구에 대한 검색된 객체와의 관계로 적합을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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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다양한 적합의 개념적 정의들의 출현 현상에 대하여 세라세빅(
은 적합이라는 용어가 안고 있는 의미의 불분명성에 기인하는Saracevic, 1975)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적합의 정의들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통합하여.
기술하고 있다.

적합은 와 사이에 존재하는 의 로서 에 의하여 결정된다" A B C D E "
A B C D E
문헌

기사

문헌적 형태

레퍼런스

제공된 정보

사실(fact)

질의 
요구

사용된 정보

관점

정보요구서

일치

유용성

연결

만족

적합(fit)
대조

측정

정도

범위

판단

평가

관계

개인 
판단자

이용자

요구자

정보전문가

오늘날 정보학자들도 시스템의 설계와 평가를 위한 기초로서 적합의 사용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합의 개념에 대한 일치감이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
문에 적합과 관련한 이론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합은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따라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적합의 의미와 개념에 대한 일(Park 1994).
치된 이해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적합.
은 이용자의 정보문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사이의 관계로 보는 이론적

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정보시스템으로 부터 검색된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

니면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결정과 관련있는 행위적인 개념이

다 그러나 이용자가 어떠한 측면 또는 관점에서 적합정보를 판단하는지에 대해.
서는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이고 행위적인 측면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적합의 개

념을 제외하고 적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검색연구 가운데서 판단자가 생각하,
는 적합 정보의 본질과 관점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일치에 도달한 연구 문헌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적합평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적합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적합개념을 사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원인에는.
초기의 적합연구에서 적합의 개념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로 문헌 문헌표현 과 이( )
용자로 구분하고 이 두가지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연구한데서 비롯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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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 요소를 주제에 관한 적합 후에 시스템 적합 소스에Vickery(1959) ' '( ,
대한 적합 문헌적합으로 명명 과 이용자 적합 주관적 적합 으로 언급하였다, ) ' '( ) .
비커리가 제시한 적합 개념 사이의 특징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논문들이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들 연구의 다수1960 .
는 시스템 지향적 관점에서 보는 적합개념과 이용자 지향적 관점에서 보는 적합

개념의 측면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시스템 지향적 관점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표현하고 있는 질문서와 문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유래는 년 국제학술정보회의 로 거슬러1958 (ICSI)
올라간다 이 회의에서는 적합을 질문에 나타나는 주제용어가 문헌에 출현하는.
주제용어 사이의 대조로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로 알려지고, 'topicality'
있다 이것은 검색된 문헌의 주제와 검색질의가 서로 주제적으로 부합될 경우.
검색질의와 검색문헌이 서로 적합한 것으로 간주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적

합평가결과는 정보검색시스템과 관련된 요인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보검색.
시스템의 성능 평가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간주되는 크랜필드 실험(Cranfield

에서 적합을 논제상의 주제상의 그리고test) ' (on the topic)', ' (on the subject)',
의미로 보는 것과 상통한다'aboutness' .
와 는 이러한 적합의 개념을 주제적 적합Eisenberg Schamber(1988) ' (topical
라고 명명하였는데 검색된 문헌의 논제와 요구한 질문의 논제가 서relevance)' ,

로 매칭되는가의 여부를 측정하는 측면이다.
전통적으로 서지검색시스템에서 사용된 주된 검색 메커니즘은 문헌을 기술하

기 위하여 사용된 주제어와 정보요구를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주제어의 매칭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 시스템의 평가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스.
템의 능력에 기초한다 즉 평가는 이용자의 현재의 정보요구 상황에 적합한 문.
헌들의 레퍼런스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평가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는 밝힌 바 있다Barry (Barry, 1994).
첫째 질의에 사용된 주제어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상황을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문헌에 포함된 주제어는 문헌의 내용을 적절하게 기술할 수. ,
있어야 한다 셋째 적합문헌의 검색에서 반드시 주제는 검색결과들과 매칭해야. ,
한다.
이러한 가정은 적합의 정의에서 주제적 적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데,
세라세빅 은 정보검색의 시스템 관점 으로 이를(Saracevic 1975) ' (systems view)'
설명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적합은 오로지 시스템의 내적인 메커니즘의 속성이.
고 질의의 주제어와 문헌에 활당된 주제어 사이의 대조의 결과로 언급되고 있,
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적합한 모든 문헌은 시스템에 의하여 정확하게 검색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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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되지 않은 문헌은 적합문헌이 아닌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은 이용자 정보.
요구의 진정한 의미는 구체적이거나 관찰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의 구체적

인 표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주제용어는(Belkin 1980).
문헌에 포함된 정보와 질의로 공식화된 이용자의 정보요구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용어들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매치시키기 위하여 시스템이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합의 정의에 관한 이러한 시스템 관점은 정보.
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스템의 내적인 메커니즘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보검색에서는 검색된 문헌이 이용자가 시스템에 표현하는 요구

를 만족시키는지 아니면 그 요구에 유용한 것인지는 전적으로 이용자만이 결정

할 수 있는 것이다.
세라세빅 은 적합을 검색시스템의 매칭의 효율성과 관련하여(Saracevic 1975)
단지 시스템적 현상만은 아닐 것으로 지적하면서 주제적 적합이외에 다른 기준,
들도 이용자의 적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 시스템 지향 관.
점이 우세하던 년대에 적합에 관한 이러한 비주제적 측면1960 (nontopical

을 예상한 주요한 연구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적합aspects) .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요인들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주

요한 목적이었다.
와 는 번 이상의 연속적인 적합평가실험에서 이용자의Cuadra Katter(1967) 15

적합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약 여개의 변인들을 확인하여 적합평가 과정에는30
구체화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이용자의 적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와 생의학 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다. Rees Schultz (1967)
양한 연구단계에 따라서 적합정보 평가자들의 질적인 상태를 검토하여 적합평가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 이상의 변인들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들40 .
은 적합평가과정은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핵심활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주제적

적합이 타당하다는 믿음에 심각한 의문점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시스템 지향의 주제적 적합 관점은 오

늘날까지 정보검색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제적 적합을 개선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달성.
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하여 정보검색 연구의 초기부터 정보학자들은 이용자에게 적합한 문헌을 검색하

기 위한 최적의 정보시스템의 설계는 색인과 탐색 조작에서 주제용어들 사이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달성되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행동해 왔다

등 오늘날에도 역시 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불리언(Schamber 1990). topicality
연산자의 사용이나 용어 가중치 용어의 클러스터링 등의 기법을 통하여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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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매칭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더욱 복잡한 모델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문헌들간의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을지라도 정보시스템이 실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하여 질의에 표현된 정보요구 이상으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등 따라서 정보검색이 문헌과 질문의 논리적인 관계이상으로(Schamber 1990).
이용자와 시스템 사이 정보와 정보요구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과정으로 해석한,
다면 분명히 는 적합의 개념적인 정의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topicality
다.

이용자지향 적합평가의 의의2.2

와 는 적합평가과정과 연관없이 단지 일련의 용어들의 관Cuadra Katter(1967)
계로서 구조화된 적합의 개념은 별로 유용한 정의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수십년간 많은 연구자들이 적합의 개념을 인간의 적합평가과정과

관련지어 이용자 지향의 적합 정의를 밝히려는 시도를 해 왔지만 일치된 정의,
의 도출은 커녕 개념에 대한 다양한 용어의 사용으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 연구에서 주로 기술되는 적합의 정의는 개념적 관련성 유용성. , ,
상황적 적합 유익성 적절성 만족 등이다, , , .
개념적 관련성 은 정보요구에서의 개념들과 검색문헌내(conceptual relatedness)
의 개념들 사이의 근본적인 연결 및 합치로 언급된다 이러한 개념적 관련성을.
적합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주요한 연구자들은 와Cuadra Katter(1967), Rees
와 등이다 또한 개념적 관련성은 정보가 단순한Schultz(1967), Saracevic(1975) .

이상으로 무엇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topicality
의 의미와 상통하고 있다 는 시스템에서 주제적 검색을'aboutness' . 'aboutness'

목적으로 문헌의 내용에 대한 용어들을 색인자들이 부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은 는 색인작업의 핵심이지만 이는 매우 복잡. Maron(1977) 'aboutness' ,
한 개념이고 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꼬집어서 말'aboutness'
하기 힘들다는 것이 와 관련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aboutness' .
유용함 과 유용성 도 이용자 지향 적합연구에서 적합을 대신(usefulness) (utility)
하는 용어로 그리고 영향요인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와. Cuadra

는 적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유용성을 고려하고 있다Katter(1967) .
그들은 이를 내적인 이용지향 또는 문헌의 의도된 이용에 대한 평가자들의 태,
도로 정의하고 있다 와 는 적합과 유용함은 개별적이지만 그. Rees Schultz(1967) "
범주가 중복된다고 언급하면서 적합은 문헌과 평가자의 정보문제영역사이의 관,
계로 그리고 유용함을 평가자의 관심 지식 경험 등을 포함하는 문헌 연구 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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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사이의 관계 로 규정하였다 는 소스의 선택을 시스템 성능과" . Paisley(1968)
관련지어 인지된 적합과 인지된 유용성을 구별하였다 은 유용성. Saracevic(1975)
을 실용적이거나 비용효과의 관점에서 표현되는 적합의 정의로 논의하였다 이.
관점에서 그는 정보검색시스템은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정보" ,
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 즉 유용성을 가진 정보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는 논리, " . Cooper(1971)
적 적합 을 주장하면서 적합과 유용성 사이의 특징을 구분하였(logical relevance)
는데 적합은 또는 와 관련있으며 유, 'aboutness(pertinence topic-relatedness)' ,
용성은 논제 연관성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참신성 중요성 신뢰성 등의 개, , ,
념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검색시스템은 단.
지 적합한 문헌이 아니라 유용성이 높은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은 의 논리적 적합 개념에 개인의 관. Wilson(1973) Cooper
심 기호 지식상태를 통합한 상황적 적합 을 주장하기도, , ' (situational relevance)'
하였다 그는 이용자는 다양한 관점과 상황에 기초하여 정보를 평가하므로 이용.
자의 상황에 적합하면 그 정보는 주관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
은 정보를 요구한 개인의 정신적 경험으로 주관적 적합을 설명Swanson(1986)

하고 있는 데 이는 검색된 문헌과 정보요구자의 정신적 경험과의 관계 측면에,
서 적합의 해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지향 적합과 적합평가는 유용성과 이용자의 주관적 지식상태에

따른 판단을 결합한 적절성이란 용어로 해석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 상황에 적

절하지 않으면 적합 정보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연구자도 있다 에. Forskett(1972)
의하면 이용자는 개인적 지식에 기초하여 검색결과를 해석하고 이용자가 원하" ,
는 문헌은 이용자의 상황적 관점이나 요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헌이라야 한

다 는 것이다 그는 또한 적절성과 적합성 사이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각각 개인" .
적 지식과 공공의 지식에 비유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합평가의 관점이 시스템 지향 적합평가에서 이용자 지향 적합평

가로 변화함에 따라 적합평가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은 주제적 적합 이외에

다양한 주관적인 요인들이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적합 평가과정을 이용자의 정보탐색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탐색과정에서 이용자가 지각하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정보검색시스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

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는 이용자의 실제 정보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피상적인 질문과. Ellis(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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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문헌과의 적합평가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전에는 이해할수도

없었고 확인할 수도 없었던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을 평가실험에 반영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 그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는. Meadow(1985)
최종이용자가 아닌 제삼자는 적합평가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반영한 검색질문

과 검색문헌과의 관계를 주제적 적합 관점에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최종이용자의

평가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정보를 요구한 최종이용자가 적합평가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은 적합을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인식과 정Schamber, Eisenberg, Nilan(1990)

보요구 상황에 의존하는 다차원적이고 인지적인 개념이면서 검색된 문헌과 정,
보요구사이의 관계를 이용자 판단에 의존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또.
한 그들은 적합을 측정가능한 개념으로 보면서 이용자 관점에서의 적합평가는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선결행위 라고 언급하였다 도. Schamber(1994)
적합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이용자들은 주제적 적합이외의 다양

한 요소들이 적합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하고 이용자지향 적합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도 가공의 질문으로 이용자가 아난 제삼자를 평가자로 기용하고Harter(1992) ,
적합결과가 고정되고 불변한다는 전통적인 시스템 지향 적합의 개념에 의존하,
여 수행하는 정보검색시스템의 성능평가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

면서 검색실험에서는 실제 해결하고자 하는 정보문제를 가진 최종이용자를 기,
용하고 이용자의 특성을 적합평가에 반영하는 실험만이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
음을 주장하고 있다.

은 적합은 단순히 이용자의 요구와 검색된 문헌과의 관계로 보지Park(1993)
않고 정보 문제영역에 관한 이용자의 인지 상태 연구경험 연구지식 등과 관련, ,
있는 심리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요인들이 적합평가과정,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도 검색된 문헌의 정. Barry(1994)
보내용적 속성과 이용자의 정보요구 상황사이의 연관성을 고찰한 연구에서 이용

자의 개인적인 요구상황에 따라 검색문헌의 내용적 속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

름을 확인하였다 과 은 검색정보의 선정에서 개인적 지식의. Wang Soergel(1998)
이용과 선정 전략과의 관계를 인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는데 이용자는 적합,
문헌을 선정할 때 자신의 인지적인 지식에 의존하여 적합문헌을 평가하고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용자 지향적인 관점에서의 적합평가의 타당성과 의의를 밝히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하나는 이용자의 적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적합평가기준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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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측면이다.
전자의 경우는 검색정보의 적합여부를 누가 평가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문헌일

지라도 적합평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즉 적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측면으로서 유재옥 의 연구에서는 이것들은 문헌대용물의(1996)
종류 제시순서 적합측정도구 판단자 등 크게 네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 , .
먼저 이용자들이 그들의 요구상황에 따라 문헌의 적합을 평가할 때 그 단서,
가 되는 문헌대용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단서(Barry 1998),
의 종류가 다를 때 적합평가에 차이가 나는가(Janes 1991, Janes and McKinney

또 적합평가를 가져오는 능력이 탁월한 문헌요소는 무엇인가1992), (Kent et al.
하는 것이 이용자지향 적합평가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1967, Burgin 1992)

고 있다.
둘째로 검색된 문헌이 평가자에게 제시되는 순서 즉 적합순위가 높은 문헌에, ,
서 낮은 문헌으로 그리고 적합순위가 낮은 문헌에서 높은 문헌으로 평가자에게,
각각 제시하였을 때 이러한 제시 순서에 따라서 적합평가가 아주 다르게 나온다

는 연구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문(Eisenberg and Barry 1988).
맥편견효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로 언급하고 적합평가실험에서 문맥효과를

발생시키는 등급척도의 사용보다는 크기예측 도구의 사용을 권장하는 연구자도

있다(Eisenberg 1988).
세 번째는 적합평가의 척도를 선정하는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실험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등급척도를 사용함으로서 오는 문제이다 즉 등급척도에 따라 등급. 5 ,
등급 적합 부분적합 부적합 혹은 등급 적합 부적합 으로 측정한 적합평가3 ( , , ), 2 ( , )
결과에 따라 적합평가는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Gluck

이러한 등급척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가자가 적합평가시 주어1996).
진 자극에 따라 임의의 값을 부여하는 크기예측 도구가 그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다(Eisenberg 1988, Eisenberg and Barry 1988, Bruce 1994).
마지막으로 적합평가는 누구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한 저자.
들은 평가자로 최종이용자 온라인중개자 사서 주제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 ),
기용하여 평가실험을 수행하였는데 평가자들의 다양한 특성과 주어진 상황적,
요인들이 평가자들 사이의 적합문헌에 대한 낮은 일치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제기한 최종이용자에 의한 적합 평가가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이러한 적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일련의 논문

(Cuadra and Katter 1967, Rees and Schultz 1967, Cooper 1971, Taylor 1986
등등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 개의 적합영향 요인들을 밝힌) 80 S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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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관련 연구문헌에서 판단자 정보요구형(1994) . ,
태 문헌특성 정보시스템 판단조건 상황 측정도구 등에 세부적으로 해당되는, , , ( ),
적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설명하고 있다80 .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적합문헌을 평가할 때 어떠한 평가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용자의 정보탐색행.
위 전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적합평가과정의 주관적이고 인지적이며 동, , ,
적인 측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다음 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용자지향 적합평가의 기준3.

지금까지 수행된 이용자 지향 관점에서 적합을 평가한 연구 가운데서 이용자

가 적합 문헌을 평가할 때 사용한 평가 기준들만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검토하

기 위하여 관련된 기준들을 문헌대용물 정보내용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물리, , ,
적 환경 특성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발견되.
는 개별 적합평가기준들은 일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

다.

문헌대용물 특성 기준3.1

문헌대용물이란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질의에 대하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검' '
색된 문헌의 항목으로서 표제 초록 디스크립터 저자 출판사 출판일자 등이, , , , ,
해당한다 이것은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최초의 관심을(Saracivic 1975).
유발시키는 요소로서 이용자 평가 기준의 단서로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요소는 실제 정보검색시스템의 설계나 운용상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

에 이용자의 적합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요소를 밝히려는 연구가 지속

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문.
헌대용물의 선호도의 규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즉 평가자가 적합문헌을 평가할,
때 어떤 대용물을 평가기준으로 삼는가 그리고 대용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
합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유(
재옥 다시 말하면 이용자의 평가기준을 유발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1996).
가 바로 문헌의 대용물 서지적인 인용물인 것이다, .

는 문헌대용물 그들은 로 언급 에 의존하여 적합에 관한 이용Kent(1967) ( IRPs )
자의 예측을 조사하여 문헌의 정보내용에 대한 단서로서 의 능력을 평가하I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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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실제 정보요구를 가진 명의 이용자들을 대상으. 70
로 검색된 문헌들에 대한 로 완전한 서지사항 초록을 포함한 서지사항 문IPRs , ,
헌의 첫 번째 단락을 포함한 서지사항 마지막 단락을 포함한 서지사항 첫 번째, ,
와 마지막 단락을 포함한 서지사항을 제시하여 적합을 평가하였다 이 결과는.
문헌의 전문을 보고 평가한 결과와 동일한지의 입장에서 비교되었는데 서지사,
항은 초록을 포함한 서지사항은 문헌의 첫 번째 단락을 포함한 서0.687, 0.732,
지사항은 마지막 단락을 포함한 서지사항은 첫 번째와 마지막 단락0.737, 0.742,
을 포함한 서지사항은 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헌의 적합에 대한 단서로는0.818 .
전통적인 서지사항과 초록보다 문헌의 첫 번째와 마지막 단락의 기능이 더욱 효

과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은 명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Saracevic(1969) 22
개의 질의에 대한 검색 문헌의 표제 초록 전문을 대상으로 적합평가를 내릴99 , ,

때 평가자들이 어떤 문헌 대용물을 선호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는.
일반적으로 표제를 가장 선호하는 대용물로 언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초록 전, ,
문의 순서였다 그 후 표제를 보고 평가한 판단자의 약 는 검색문헌의 전문. 15%
을 본 후 적합평가를 바꾸었으며 초록을 보고 적합을 평가한 판단자는 약, 10%
가 전문을 본 후 적합결과를 바꾸었다 따라서 평가자들이 적합평가시 가장 선.
호하는 문헌 대용물은 표제가 틀림없으나 전문과 비교했을 때 적합평가를 가져,
오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초록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Marcus, Kugel,

는 표제 초록 문헌에 할당된 색인어 그리고 이용자의 정보요구Benenfeld(1978) , , ,
를 표현한 질의의 용어들과 매치된 문헌의 색인어 등 네가지의 문헌대용물을 검

토하여 이용자들이 적합 평가를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헌의 전문.
과 비교되었는데 그 결과 표제는 매치되는 색인어는 모(full-text) , 0.637, 0.672,

든 색인어는 초록은 의 적합 문헌 지시 예상 측정치를 가졌왔다 따0.704, 0.730 .
라서 표제 색인어 보다는 초록이 적합 문헌을 가장 잘 지시할 수 있는 문헌대,
용물임이 확인되었다 는 문헌대용물의 제시 종류에 따라 적합평가가. Janes(1991)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미시건 대학의 교수와 박사과정 학생들

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제 제기한 개 질문의 검색 결과에 대한 적합평가를 수39
행하였다 먼저 검색 결과의 표제만을 대상으로 적합을 평가하게 한 후 표제와. ,
초록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는 표제 초록 색인어를 제시하여 각각의 검색 결, , ,
과에 대한 적합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표제에 의해서 건이 적합으로 평가되. 681
었으며 이 가운데서 는 초록에 의해서 는 색인어에 의해서 적합평68.9% , 28.3%
가가 수정되었는데 추가정보 의해서 변하지 않은 문헌은 건으로 에 불, 165 24.2%
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초록이 가장 영향력있는 적합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헌대용물이 독립적으로 제시되는 것 보다는 복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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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효과적으로 적합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은 적합평가, Burgin(1992)
시 문헌의 대용물이 복합적으로 제시될 때 평가의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는 실험 연구를 위하여 검색 문헌의 표제 색인어 초록 표제와. , , ,
초록 표제와 색인어 그리고 초록을 묶어 제시하여 평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각각은 순으로 정확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0.17, 0.26, 0.32, 0.33, 0.36
어 문헌대용물을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적합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은 어떤 문헌대용물이 검색된 문헌의 정보내용에 관한 평가기준을Barry(1998)

지시할 수 있는 단서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문헌.
대용물로 초록 표제 저자 출판기관 기사가 수록된 잡지의 명성 등의 문헌의, , , ,
지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소스특성 색인어 전문을 선정하고 개별적인 평가기준, ,
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색인어를 제외한 모든 문헌대용물이 대체로.
평가기준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외에도 문헌대용물이나 문헌에 나타난 어떤 정보요소가 왜 그,
리고 어떻게 이용자 적합평가기준의 단서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추구과정

을 관찰한 연구들이 있다 은 명의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을 대상으. Park(1993) 10
로 이용자의 요구 상황 및 관심과 관련하여 검색된 문헌의 요소들의 가치를 이

용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연구를, , .
위하여 먼저 각 이용자들의 정보문제영역 연구단계 연구결과 예상 정보요소, , ,
선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러한 이용자의 특수한 상황이 적합평가,
기준으로서 문헌대용물 표제 표제형태 초록 색인어 저자 저자소속기관 잡지( , , , , , ,
명 출판일자 문헌형태 의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그 결, , ) .
과 표제는 이용자들이 검색문헌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유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표제의 사용언어나 가독성이 이용자가 적합을 거부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잡지명이나 저자의 위치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과 지식이 적합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초록은 검색문헌을 해석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는 이용자의 정보요구 상황. Barry(1993)
에 따라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루이지애나 대학의 명18
의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합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탐색에 따른 탐색결.
과를 제시한후 자신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헌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헌표현물 표제 초록 색인어 저자 출판사 잡지명 출판일자 문헌형( , , , , , , ,
태 문헌길이 과 전문을 제시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 상황과 문헌속에 포함된, ) ,
정보요소와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연결된 문헌요소들은 적합평가 기준을 파악하.
기 위한 내용분석법의 선결작업으로 사용되었다 은 검색문헌에서. Wang(1994)
개의 요소가 어떻게 문헌표현물로 사용되었는지를 관찰하고 문헌선택 과정에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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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 요소들의 정보처리에 대한 일련의 패턴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저자. ,
잡지명 문헌형태 인용상태는 문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로서 예상되는 문헌의 질을 결정하기 위한 단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
소들은 이용자의 주제 지식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Wang
과 은 적합문헌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용자가 언급한Soergel(1998)
문헌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들의 레코드 포맷을 조사DIALOG
분석하였다 이용자는 실험과정에서 번의 문헌요소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에. 2,437
서 표제가 건으로 약 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초록 번 잡지명1237 52.7% . 288 ,
번의 순서이며 사용언어는 번 으로 가장 적게 언급된 문헌요소로 조271 , 21 (0.9%)

사되었다 이러한 언급 요소들 가운데 목차 저자의 전문지식 인용상태 등의 문. , ,
헌요소는 다이얼로그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포맷에서 발견할 수 없음이 조사되었

는데 그들은 이들 요소들이 언급된 횟수는 비교적 적지만 그 중요성은 과소평, ,
가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문헌검색시스템의 레코드 표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헌대용물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는 이용자의 적합을 예측하

는데 사용된 문헌요소들을 대체로 표제 저자 색인어 초록 출판사항 출판지, , , , ( ,
출판사 발행연도 잡지명 문헌형태 문헌길이 사용언어 주제분야 등으로 확인), , , , ,
할 수 있었다.

정보내용 특성 기준3.2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용자 중심 정보탐색과 이용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평가에 관한 인지적 접근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용자지향 적합 연구는 정보 추구나 탐색 상호작용에 따른 역

동적인 탐색행위의 변화 정보문제 상황의 수준 다중 정보원의 이용과 형태 등, ,
과 관련하여 정보내용 측면에서 이용자의 인지적인 지각을 통합해야 함을 주장

하고 있다(Allen 1996, Saracevic 1996, Schamber 1994, Harter and Hert 1997)
또한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최종이용자의 평가 행위에 있어서 적합

의 역할과 이용자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연구들도 있다 이들 연구는.
이용자가 검색된 문헌의 적합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주제적 적합 이외의 일련의

평가기준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적합에 대한 이용자 중심 접근을 사용하여 이용

자의 적합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적합평가에 도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chamber 1991, Park 1993, Cool et al 1993, Barry 1994, Bruce
1994, Wang and Serogel 1998).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전통적인 시스템 중심 접근과는 다른 실제 이용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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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요구 상황에 따른 적합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상에 필요한,
정보를 가진 이용자로 평가자를 구성하였고 적합평가 과정에서 느낀 바를 자유,
롭게 표현 말하기 및 쓰기 하도록 요구하였다( ) .

는 실제 생활정보의 탐색과 이용상황에서 이용자의 기준을 해Schamber(1991)
석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날씨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전문 직업군에,
종사하는 명을 대상으로 날씨 관련 다중 매체 정보원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밝30
히는데 초점을 맞추는 실험 연구에서 명의 평가자에 의하여 언급된 개의 평30 10
가 범주와 그에 따른 개의 세부 평가기준 등 모두 개의 평가기준을 도출하22 32
였다 구체적으로 최종이용자는 정보내용의 정확성 정보내용의 현재. (Accuracy),
성 정보내용의 특정성 정보의 지리적인 근접성(Currency), (Specificity),

정보내용의 신뢰성 정보의 접근가능성(Geographic Proximity), (Reliability),
정보내용의 다른 소스 유발성 정보내용의 명확성(Accessibility), (Verifiability),

역동성 정보내용의 질 등의 정보내(Clarity), (Dynamism), (Presentation Quality)
용기준에 의존하여 적합평가를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은 명의 대. Park(1993) 10
학교수와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특수상황에서 검색된 문,
헌의 대용물을 검토하여 적합이 검색문헌의 어떤 요소와 요인에 의하여 평가되

는지를 조사하였다 면담을 통한 이용자에 질문을 제시하여 내면적 주제분야지. (
식 탐색경험 외면적 연구의 단계 탐색목적 탐색질의 인식 문제적 정보문제, ), ( , , ), (
의 정의 방법론 이론적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정보내용측면의 인, ,
식 요인에 근거하여 문헌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이러) .
한 영향요소들은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3 .
첫 번째의 내면적 요인은 경험이나 인식에 근거하여 검색문헌 해석을 시도하

는 측면으로서 주제분야 지식 관련문헌의 인식정도 연구경험 교육배경 등이다, , , .
두 번째의 외면적 요소는 탐색과 연구상태와 관련되는 측면으로서 탐색질문에

대한 인식 탐색의 목적 검색 정보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인식 연구의 단계 예, , , ,
측되는 연구의 결과물 등이다 세 번째의 문제적 요인은 검색된 문헌을 왜 사용.
하는지와 관련된 측면으로서 연구방법론의 제공 정보문제해결을 위한 추론의,
제공 정보문제영역에 대한 배경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적합정보를 선정하는지,
를 고찰하였다.

는 검색된 문헌의 정보내용에 의하여 적합평가과정을 검토하기 위Barry(1994)
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는 자신의 정보요구 상황과 관련하여 검색정보.
의 어떠한 내용을 기준을 적합평가를 수행하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실험연구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 종사하는 명의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 18
으로 먼저 검색된 문헌의 어떠한 측면에 의하여 그들이 적합문헌으로 인정하고

거부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상세 면담을 통하여 각 평가기준을 밝히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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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시된 각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이 언.
급한 평가기준은 총 개였으며 이는 대략적으로 개의 평가집단으로 나누어지23 , 7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헌의 정보내용에 부합하는 기준 정보의 범위 깊이 객관적 정확성 타당; / , /①

성 명확성 최신성 현실성 효율성, , , ,
문헌소스에 대한 기준 소스의 질 소스의 명성; ,②

물리적 객체로서 문헌에 부합하는 기준 획득가능성 비용; ,③

환경내에서 다른 정보나 소스에 부합하는 기준 주제분야의 일치 외부 소; ,④

스에 의한 타당성 문헌의 이용가능성 개인적 활용성, ,
이용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준 시간제약 저자와의 관계; ,⑤

이용자의 신념과 기호에 부합하는 기준 주관적인 타당성 정확성 감정적; / ,⑥

정서

이용자의 이전의 경험이나 배경에 부합하는 기준 배경 경험 이해능력 내; / , ,⑦

용의 참신성 소스의 참신성 소스의 참신성, ,
등 도 학술환경에서 최종이용자의 적합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기준Cool (1993)

을 밝히기 위하여 명의 학생들과 중견학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보고평가를 수300
행하였다 그 결과 내용성 주제핵심 정도 유용성 중요도 권위 표현형태 개인. , , , , , ,
의 흥미 관심 취미 등 이용자들의 적합평가에 미치는 개의 요소를 발견하였, , 60
다.

도 이용자 중심 평가가 인지적 관점에서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Bruce(1994)
변할 수 있음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정보검색 상호작용 동안에 이.
용자의 인지적 스키마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정보탐색이 진행됨에 따라 이용자는

인지적 스키마의 변화에 따라 적합정보를 평가하는 기준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된 평가 기준들은 크게.
문헌대용물 속성 정보내용 속성의 두 개 그룹으로 나누고 정보내용 속성에는,
정확성 완전성 주제내용 다른 이론의 유추(accuracy), (completeness), (con tent),
성 현재성 방법의 완전성 등이 포함되었(subjectiveness), (timeliness), (treatment)
다 과 은 의사결정 접근을 사용하여 문헌 선정 모델을 수립. Wang Soergel(1998)
하였는데 이 모델에서 이용자는 먼저 문헌요소 표제 저자 색인어 등 로부터 인, ( , , )
식정보를 처리하여 수많은 평가기준 가치를 도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
한 평가기준 가치들은 문헌가치 기능적 감정적 사회적 등 를 평가하기 위하여( , , )
서로 결합되고 도출된 문헌의 가치들은 이용자 결정 승인 불확실 거부 을 위한, ( , , )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실험에서 제시한 평가기준들은 주제적.
적합성 지향성 영역 참신성 질(topicality), (orientation), (discipline), (novelty),

최신성 권위성 관계 기원 독서시(quality), (recency), (authority), / (relation/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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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용가능성 특별요구 를 채택하(reading time), (availability), (special requisite)
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적합평가와 관련된 정보내용속성을 고찰한 결과 연구자들 사이,
의 사용 용어와 평가기준의 많고 적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출되거,
나 연구에 사용된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기준으로 내용의 주제적 적합 정보내,
용의 범위 깊이 영역 정확성 타당성 명확성 최신성 현실성 유추성 특정성/ , , / , , , , , ,
완전성 외부 소스의 추론성 등이 파악 되었다, .

개인적 특성 기준3.3

적합평가 행위에서 적합평가자의 개인적 특성 이용자가 검색된 문헌에 대한-
적합을 평가할 때 개인의 인식 및 사상 에 기초하여 정보를 평가하는 인지적-
측면이 차지하는 역할과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와 는 적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개인적Cuadra Katter(1967)

편견 인지형태 지식 판단경험 판단태도 교육배경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개별, , , , ,
이용자에 따라 적합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와, Rees

도 교육배경 개인적 지식이나 경험 전문성 개인의 연구단계 이Schultz(1967) , , , ,
용목적 등 개인적 특성 관련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초창기에 수행된 적합평가시 개인적 특성들과 관련있는 일련의 연구들을 계승

한 논문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다수 출현되고 있는데 은 적합을, Bookstein(1979)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문헌사이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개인들은 문.
헌의 적합을 결정하는 최종 판결자로서 그들은 정보 요구 상황에 부합하는 적합

한 문헌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들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정 기준들이나 인지적

처리과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은 적합의 기준. Swanson(1986)
을 정의하기 위한 그의 논문에서 이용자 지향 주관적 적합은 정보요구자의 응답

결과이기 때문에 요구자가 적합의 최종 결정자가 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것은 이용자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문헌은 이용자의 상황적 요구를 적절히 수

용할 수 있는 문헌인 반면 그렇치 못한 문헌은 이용자의 요구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등의 연구에서도 동일. Schamber
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은 적합이라는 것은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1990) "
지각과 그들 자신의 정보 요구 상황들을 크게 의존하는 다면적이고 인지적인 개

념이라고 언급하면서 적합의 평가는 평가자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탐색요구를 제시한 최종 이용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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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도 이용자의 적합평가 기준을 밝히기 위한 그의 연구에서 이. Park(1993)
용자들은 정보내용 특성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도

적합평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가 확인한 개의 평가기준. 22
가운데 개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검색 소스의 인식 접근성 및 입수 가,
능성의 인식 문헌의 위상 및 명성의 인식 개인의 연구경험이나 전문지식 교육, , ,
배경 등이다 도 개별적인 개인들이 가지는 검색된 정보의 인식상태. Barry(1994)
에 따라서 적합 기준이 선정되고 있음을 전제로 적합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의 과거경험과 배경에 따른 기준 과거경험 및 배. (
경 이해능력 이용자의 신념 및 태도 취향에 따른 기준 주관적인 타당성 이용, ), , ( ,
자의 정서 소스의 질 잡지명 및 저자의 명성에 대한 인식 개인적인 활용성), , ,
등의 개인적 특성 기준들을 발견하고 있다 는 이용자의 개인적. Schamber(1991)
특성과 관련한 적합평가 기준에 정보의 신뢰성 인식 접근 가능성 인식 표현된, ,
정보의 질 소스의 신뢰성 등을 포함하고 평가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평가가 달,
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등 도 학술환경에서 최종이용자의 적합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기준을Cool (1993)
밝히기 위한 그들의 연구에서 인식된 중요도 권위 명성 개인의 흥미 관심 취, / , , ,
미 등 이용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평가기준들을 발견하고 있다 이용자의.
문헌선정 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모델을 수립한 과 은 이 모Wang Soergel(1998)
델에서 문헌요소 표제 저자 색인어 등 및 정보내용 특성 기준들은 개인적인( , , )
지식에 의존한 인지적 처리의 결과에 따라 정서적 감정적 기능적인 문헌의 선, ,
택을 위한 결정기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적합평가 과정에서의 개인

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개인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지어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문,
헌내용의 이해능력 이용자의 신념 및 태도 취향에 따른 주관적인 문헌의 타당, ,
성 평가 이용자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평가 소스의 질 소스의 신뢰성 잡지명, , , ,
및 저자의 명성 선호하는 문헌의 형태 이용자의 과거경험과 교육배경 개인적, , ,
인 활용성 등이 선행연구들로부터 확인되었다.

물리적 환경 특성 기준3.4

적합문헌의 결정기준 가운데 하나의 특성으로 물리적 환경에 관한 기준이 있

다 여기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들로는 입수가능성 입수비용 연구의 시간제한. , , ,
정보검색시스템의 신뢰성 저자와의 관계 등을 들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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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평가 기준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물리적인 환경 관련

기준들은 보통 정보내용 기준 문헌대용물 기준 개인적 특성 관련 기준들과 함, ,
께 통합적으로 언급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물리적인 환경관련 기준들.
만 별도로 연구되고 있는 논문들은 거의 없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이러한 연구.
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몇 편 들면 다음과 같다.

는 그의 실험 연구에서 지리적 편의성 연구시간의 제약 소요 비Cooper(1971) , ,
용 소비 시간 등 이용자의 정보환경과 적합평가를 둘러싸는 물리적 환경 기준,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 이용자의 적합평가는 시스템 수록 문헌. Taylor(1986)
의 포괄성 외부 소스와의 연결 물리적 접근성 응답속도 이용가능성 등의 정보, , , ,
시스템적인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조

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을 주장하였다.
는 그의 연구에서 이용자가 적합평가 기준으로 언급한 개 의Schamber(1991) 32

세부 평가기준에서 물리적 환경 관련 기준으로 소장장서의 지리적인 근접성 입,
수 가능성 입수 비용 등을 들고 있다 는 이용자들이 언급한 개의, . Barry(1994) 23
적합평가 기준 가운데 물리적 환경 관련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리적 객체

로서 문헌에 부합하는 기준인 획득가능성 소요비용 그리고 환경내에서 다른 정, ,
보나 소스에 부합하는 기준인 주제 분야내의 일치정도 문헌의 이용가능성 그리, ,
고 이용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시간 제약 등이다 적합평가 기준과 관.
련하여 이용자의 적합문헌 선정과정을 밝히기 위한 와 의 실Wang Soergel(1998)
험연구에서도 물리적 환경 관련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정보의 내적. ,
외적 속성 뿐만 아니라 문헌을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이용 및 입수가능,
성 소요비용 등의 환경적 평가 기준들도 적합문헌의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물리적 환경과 관련있는 평가기준들은 문헌의 입수와

관련된 환경 그리고 연구수행에 따른 상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적 환경으로 나,
눌 수 있다 문헌의 입수와 관련된 기준으로 문헌의 입수가능성 지리적 위치. , ,
입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고 연구수행에 따른 상대적인 시간적 환경으,
로는 입수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연구수행의 시간적 제약 예상되는 연구결과물, ,
등이 확인되었다.

적합평가기준의 종합적 분석4.

본 논문의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적합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의 적합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것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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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확인된 평가 기준들을 문헌대용물 기준 정보내용 기준 개인적 특성, ,
기준 물리적 환경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표 표, < 1>, < 2>, <

표 와 같다3>, < 4> .

문헌대용물 선정의 차이4.1

선행연구에서 표제 초록 색인어 저자명 등의 문헌대용물 문헌 요소 들은 적, , , ( )
합문헌의 지시자로서 그리고 정보요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최초의 관심을 유발,
시키는 요소로서 이용자 평가 기준의 단서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적

합문헌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검색시스템 데. (
이터베이스 에 수록한 문헌요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용자의 적합평가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실제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나 운용상에 직접적으로 응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헌요소들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야 이용자의 적합평가 행위에 직접적

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표 평가실험에 사용된 문헌대용물특성< 1>

Saracevic 등Marcus Janes Burgin Park Barry Wang
표제명 ○ ○ ○ ○ ○ ○ ○

초록 ○ ○ ○ ○ ○ ○ ○

색인어   ○ ○ ○ ○ ○ ○

국가명             ○

저자명     ○   ○ ○ ○

소속기관         ○ ○ ○

출판사명           ○ ○

잡지명         ○ ○ ○

출판일자     ○   ○ ○ ○

문헌유형     ○   ○ ○ ○

문헌길이           ○ ○

권 호/             ○

사용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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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의 적합평가에 사용된 문헌대용물< 1>
문헌표현물 은 총 개의 요소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서 표제와 초록 색인어는( ) 13 . ,
이용자의 평가기준을 밝히려는 실험연구에서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채택하고 있

는 문헌대용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이들 요소들이 적합문헌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시자임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밖에도 저자명. ,
출판일자 문헌유형 저자의 소속기관 등도 적합 문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표, ,
제 초록 등의 요소와 필적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대용물로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은 표제와 초록 단 두가지의 문헌요소만을 제시하고 실Saracevic
험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와 반대로 은 정보검색시스템에. Wang
서 출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헌 요소를 채택하고 있어 세라세빅과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보내용 기준의 차이4.2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적합문헌평가 기준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정보내용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용자가 적합문헌을 평.
가할 때 검색된 문헌의 어떤 측면에서 적합문헌으로 보는가를 밝히려는 연구들

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적합 평가에 관한 이용자의 인지적 접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련의 탐색에 따른 역동적인 탐색행위의 변화 정보문제 상황의 수준, ,
다중 정보원의 이용과 형태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다양한 정보내용 관련 기준을

도출해 내었다 또한 실험연구들에서 확인된 정보내용과 관련한 평가 기준들의.
용어들을 연구자마다 제각기 달리 사용하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느낌마저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내용과 관련한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기준들로 한정하고 그 용어도 동일한 기준들을 공통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에서는 적합평가 기준 중에서 정보내용 특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일반< 2> ,

적인 용어상의 일치를 고려하는 주제적 적합 내용의 깊이 범위 최신성 객관적, / , ,
타당성과 정확성 문헌의 참신성 명확성 현실성 등의 순서로 이용자가 적합 문, , ,
헌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제적 적.
합 내용의 깊이 범위 최신성 등에 따라 이용자의 적합 평가 행위가 크게 영향, / ,
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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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보내용 특성기준< 2>

Schamber Park Barry Cool Bruce 등Wang
주제적 적합 ○ ○ ○ ○ ○ ○

내용의 깊이 범위/ ○ ○ ○ ○ ○ ○

타당성 정확성/ ○   ○   ○ ○

최신성 ○ ○ ○ ○ ○ ○

명확성 ○   ○   ○  

현실성 ○   ○     ○

가독성     ○      

참신성   ○ ○   ○ ○

외적소스의 타당성     ○      

유용성       ○    

유추성   ○     ○  

개인적 환경적 기준의 차이4.3 ,

표 에 나타난 개인적 특성 관련 기준 중에서는 소스의 질적 신뢰성과 소< 3>
스의 명성을 이용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냐에 따라서 이용자의 적합평가 행

위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용자의 과거경험이나.
교육적인 배경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 개인적인 활용 가능성 등도 이용자의, ,
적합평가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개인적 특성 기준< 3>

Park Barry Schamber Cool 등Wang
소스 신뢰성 인식 ○ ○ ○ ○ ○

소스 명성 인식 ○ ○ ○ ○ ○

소스의 유형 ○   ○ ○  

개인적 감정 취향/   ○   ○ ○

과거경험 교육배경/ ○ ○ ○   ○

소스의 이해능력   ○      

개인적 활용가능성   ○ ○ ○  

주관적인 타당성   ○      

저자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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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물리적 환경 특성 기준< 4>

Cooper Taylor Park Barry Schamber 등Wang
입수가능성   ○ ○ ○ ○ ○

지리적근접성 ○ ○ ○ ○ ○  

소요시간 ○         ○

소요비용 ○     ○ ○ ○

연구시간제약 ○     ○    

수록문헌포괄성   ○        

내부소스의 연결   ○        

응답속도   ○        

예상되는 결과물     ○      

표 에 나타난 물리적 환경에 관련된 기준 중에서는 문헌의 입수가능성과< 4>
입수할 문헌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 문헌 입수에 드는 비용문제가 평가 행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평가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입수에,
걸리는 소요시간 연구의 시간적 제약이 평가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테일러는 물리적 환경요인을 정보시.
스템 측면에서 고찰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정보시스템의 수록문헌

의 포괄성 내부 소스와의 연결성 시스템의 응답속도 등도 평가 행위에 영향을, ,
미치는 물리적인 환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5.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용자의 적합평가는 주제적 적합 이외의 다양한 영,
향요인에 따라 적합평가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정보요구 상.
황과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한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적합문헌을 선정하는 평가

기준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은 정보요구.
상황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적합평가기준들의 실체와 그 영향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지만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 가운데서 연구 경험 교육배경 주제배경, , , ,
인지형태 등의 일부분에 집중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평가자를 실제 정보요,
구를 가지고 있는 최종이용자뿐만 아니라 탐색중개자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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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정보요구상황에 따른 평가행위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할 수 있는 연구

가 드문 실정이다 또한 평가자의 인지적인 지식변화에 따른 적합평가기준과의.
관계를 적절히 규명하는데 부족한 면들도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확인.
된 평가기준을 정의하고 있는 용어적인 문제 용어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 를( )
통합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 용어를 사.
용함으로써 용어의 의미적인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있

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보요구

자의 지식상태 등 인지적 요인들과 정보요구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정보탐색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적합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문헌대용물 선정에

관한 행위 변화와 검색문헌의 내용적이고 환경적인 평가기준의 변화를 종합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이용자지향 정보검.
색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지향 적합평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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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학계 및 현장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은 이른바 전자90 '
도서관의 구축에 있었다 그리하여 주요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이와 관련된 사업을 앞다투어 전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만한 성과는 크,
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것은 문명사적 관점에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이 논문은 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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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구나 수요를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담론으로 그쳐 버린데 불

과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 우선주의에 앞서 먼저 사회의 문화적 환경 변.
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사회적 요구나 수요를 발생시켜 이른바 전자책, ' '
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출판형태로 인식될 때 이를 운영관리하는 전자도서관' '
의 형성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날 웹상에 올라와 있는 무수한 정보 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 가,
운데 종이책에서 주는 지식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

가 이를 보면 또 다른 문자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 '
마음이 앞설 따름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정보사회학자나 비평가의 견해.
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현재 수 많은 연구.
정보 관련센터나 대학도서관에서 집중 또는 중복적으로 대부분 외국의 공학 및

산업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를 구입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그의 활(DB) ,
용 수준 역시 매우 제한된 범위의 연구자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세기를 마감하는 오늘에는 이러한 전자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어느정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며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하여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것은 종래에 소장된 자료를 근간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시킬수 있는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절충주의적 입

장을 표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주요 대학도서관 및 관련기관이 중

심이 되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현실적으

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토종 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DB
모색해 보고자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저술된 문헌을 그 대상으로 하여 분산 구축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았다 즉 우리나라의 문헌 중 년 이전에 생산. 1910
된 고문헌과 그 이후의 신문헌 등의 단행본 및 논문자료를 주 대상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유물 유적 민속 자료와 음영상자료, ,
를 포괄하는 한국학전자도서관의 형식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이' ' .
작업은 전국의 주요 거점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어 관련 학과 및 연구소 원 와, ( )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 및 과정을 통해서 구축된 연구정보는 궁극적으로 한국학'
자료를 종합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하부로 우리 심성에 자리' ,
하고 있는 역사 지리적 개념의 서울학을 비롯하여 호서학 호남학 영남학' ' ' ', ' ', '
영동학 등의 대 문화권역으로 잠정적으로 구분하여 향토학 지방학 또는', ' ' 5 ( )

지역학 중심 개념으로 분산 구축하고 이를 상호 연결하여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필자가 몸담고 있는 전남대학.
교를 호남학연구정보 구축을 위한 거점대학으로 상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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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호남의 경계설정 및 개념형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성과가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먼저 이에 대해서 여러 개인문집 및 실록에 나타난 기록,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이를 바탕으로 호남학의 연구대상 및 범. ,
위를 논의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는 호남학 연구정보 구. ' '
축을 위한 단계별 작업 방향과 그 대상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모형을 설계해 보

고자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러한 호남학의 기초적인 작업은 호남 관련 인물들의 사상

체계의 형성과 인간적 관계속에서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분야로 생각하고,
이를 제 단계 구축 작업으로 설정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도서관 및 관련 연구자1 .
를 중심으로 비교적 현실적 수요가 상존하고 있는 분야로 연구문헌의 서지 및

초록정보를 대상으로 제 단계 구축작업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2 .
호남학 관련 문헌자료를 비롯하여 유물 유적 민속자료 음영상자료 등 모든 자료

를 디지털화하여 통합한 이른바 호남학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설계' '
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문명사적 관점에서 인쇄문명의 출현과 더불어 과거의 필사자료

를 인쇄매체로 대체하였던 역사적 전환 과정속에서 이제 다시금 인류가 축적해

놓은 지금까지의 인쇄물을 부분적으로 전자매체로 대체한다는 시각에서의 출발

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정보 또는 전산기술자가 아니며 더욱이 이. ,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단지 우리의 문헌을 중심으로 특히 호남에 관련된. ,
문헌자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만 현재적 상황의 기술 수준만을 고려하였을 뿐이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 관,
심 있는 전문가의 조언과 대화를 기대한다.

호남의 경계 및 개념형성2.

마한백제의 영역변천2.1 ․

마한은 기원전 세기 서기 세기경 한강 이남의 경기도로부터 충청 전라도1 3 ,∼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여러 부족집단을 지칭한다 마한을 형성한 주체에 대해서.
는 개마족 이 남하한 토착집단이라는 견해도 있고 이 남쪽( ) ,古濊貊族 先主 北馬韓

으로 이주한 세력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마한 지역 소국 중에는 백제국처럼.
부여계 유이민의 정착을 계기로 하여 형성되거나 초기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대

두되는 집단도 있어 그 형성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듯 하다 특히 위씨조선 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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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와 한군현의 설치로 인한 철기문화의 유입을 바탕으로한 의 한南住 溫祚集團

강 유역 이주를 계기로 백제국의 세력이 급속히 형성되었다.
백제국은 형성 초기에는 토착소국연맹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한왕에게 神鹿

을 보내거나 전쟁포로를 바치는 등 맹주국으로 떠받드는 격식을 취였으나 점차,
주위의 소국들을 병합한 세기 이후에는 세력범위가 한강 유역으로부터 충청남2
도 지역까지 확대되어 토착 맹주국의 국읍을 흡수하고 독자적인 세력권을 확립

하였다.
그러나 백제국의 세력권에 포함되지 않은 남부지역의 마한 소국들도 비록 세

력은 위축 되었으나 중심지를 옮기면서 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에 의하여 병, 4
합되기까지 종래의 기반을 토대로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
로 세기 이후부터 백제가 마한 전역을 완전히 통합할 때까지 마한 지역은 한강2
유역의 백제국 중심의 소국연맹체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한 토착세력권이 병존

하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마한지역에는 개 소국이 존재하였던 명칭이 삼국지 동이전 에 열기되55 < >『 』

어 있으며 당시 각 부족국가의 규모는 수천 에서 만여 에 이른다고 기록되, 1家 家

어 있다.1) 이러한 사실로 보아 마한의 영역은 개 소국이 분포하였던 곳으로55
대략 한강유역 이남 지역인 경기도와 중남부지역의 충청 전라도로 그 경계가 설·
정되고 있다.
백제는 고이왕대에 이르러 연맹체의 영역도 크게 확대되어 북으로는 예성강,
동으로는 춘천 남으로는 안성성환 서로는 서해에 이르는 영역을 확보하게 되, ,․
었다 이로써 백제는 한강 유역의 새로운 맹주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목지. ,
국을 중심으로한 마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전의 부용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한강 유역에서의 정치적 세력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던 중국군현에 대해서도 공세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특히 고이왕 년. 14(247)
마한 세력과 중국 군현과의 사이에 빚어진 싸움에서 마한이 패배한 상황을 이용

하여 백제가 목지국을 병합한 것은 마한의 맹주권을 장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

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고이왕은 대내적 체제정비에도 힘을 기울였다. .
고이왕대에 고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춘 백제는 그 뒤 몇 번에 걸쳐 직계와

방계 사이의 왕위 교체 이후 근초고왕대에 와서 직계인 의 왕위계승권이肖古系

확립되었다 왕권을 강화시킨 근초고왕은 지방통치조직으로서의 담로제를 실시.
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나갔다 이처럼 내적으로 다져진 기반 위에.
서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은 대외 정복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남으로는 영.
산강 유역의 옹관묘 조영집단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어 있던 등 마한忱彌多禮

의 잔여세력을 병합하여 전라도 지역까지 지배 영역을 확대 하였고 동남으로는,
1)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1( : , 1987), pp.282.中國正史朝鮮傳 譯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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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세력을 영향권내에 넣었으며 북으로는 고구려와 대결하면서 평양성 전투,
에서의 승리로 지금의 황해도 신계지역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근초고왕 이후로 백제의 영토확장도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한강유역

의 주도권 다툼에서 패하게 되어 이후 급속한 쇠퇴를 맞게 되었다 특히 고구려.
군에 의해 한성이 포위되기 직전 신라에 원병을 요청하러 간 는 원병 만명1文周

을 얻어 돌아왔으나 이때는 이미 개로왕도 전사하고 한성도 함락된 뒤였다 이, .
에 문주는 목협만치 와 조미걸취 의 도움을 받아 즉위한 후( ) ( ) ,木 滿致 祖彌桀取劦
웅진 공주 으로 천도하여 국가재건에 노력하였다 또한 무령왕은 들을 귀( ) . 遊食者

농시켜 생산력의 증대와 농민생활의 안정을 꾀하였고 또 호남지역의 적극적인,
개발과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강 유역의 상실로 인하여

축소된 경제 기반을 확대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로써 무령왕대에 와서 백제는 정.
국의 안정을 이룩하게 되었고 강국을 칭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
이후 성왕은 동성왕 무령왕대의 안정 기반을 바탕으로서 백제의 중흥과 왕권,
강화의 목적에서 사비로의 천도를 단행하였다 천도이후 성왕은 왕권 강화를 위.
한 제반 조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백제의 중흥을 이룩한 성왕은 그의 필생의.
사업으로서 한강 유역 회복 작전을 기도하였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신라 가야군과 연합하여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당시 서북으로부터, .
돌궐의 위협과 귀족 세력의 내분에 처해 있던 고구려의 위기를 이용하여 고구려

군을 물리치고서 백제는 한강 하류를 신라는 한강 상류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
다.
그러나 고구려와 은밀히 결탁한 신라는 군대를 돌이켜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

류 지역마저 빼앗아버려 양국간의 화호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이에 격분한 성왕.
은 신라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하였다 당시 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 耆老

된 이 정벌에서 성왕은 초기에는 우세를 보였으나 신라 원병의 증가와 신라 복

병에 의한 성왕의 전사로 대세는 기울어지고 말았다 관산성 패전 이후 귀족 중.
심의 정치운영 체제에 의해 위축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시도한 이는 무왕이다.
무왕은 비록 익산에서 마를 캐며 살다가 귀족들의 정략적인 옹립에 의해 왕이

되었지만 실추된 왕권의 회복을 위해 일련의 조처를 추진하였다.
무왕이 죽은 뒤에 의자왕이 왕위를 이었다 의자왕은 로 불릴 정도. ' '海東曾子

로 유교이념에 투철하였으며 또 무왕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왕권 강화를 추,
진하였다 그것이 일단락된 것이 년 의자왕 에 왕이 일으킨 정변이었다 정. 642 ( 2) .
변으로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왕권 중심의 정치 운영 체제를 확립한 의자

왕은 초기에는 고구려 왜와 화친 관계를 수립하고 지배 질서를 확립하는데 주,
력하였다 그러나 한강 유역 상실 이후 신라와의 사이에 형성된 관계로 백. 仇讐

제는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가중시켜 나갔다 특히 한때 등 여 성을 빼앗. 40猴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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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을 함락시킨 것은 커다란 개가였으나 이는 도리어 신라로 하여금 당,大耶城

나라와의 연합을 보다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빈번한 전쟁에서 오.
는 국력의 피폐와 나당 연합군의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백제의 상황을 더욱 곤궁

으로 몰아넣었다 그 결과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백제는 효과적인 대응책.
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 의자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당나라에 항복하고,
말았다.
이후 당나라에서는 백제의 영토인 웅진 등에 도독부를 설치하였으나 곧이어5 ,
신라에서는 신문왕 년에 웅진을 남부지역에 완산주와 의6(686) , 2熊川州 武珍州

도독부로 대체하였다 그후 경덕왕 년에 다시금 전주와 로 각각 개칭. 16(757) 武州

하였는데 이 무렵 대략 지금의 전라도의 경계와 근사한 영역개념이 어느정도,
설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후 고려 성종에서 현종 연간에 설정. 道制

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반영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의 지방행정의 발생2.2

고려 지방제도의 근간은 거의 전 시기동안 군현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중앙에

서 외관을 파견하는 중앙집권적 체제로 이루지고 있었다 건국 초기에는 지방에.
수령이 파견되지 못하고 호족들의 자치에 일임되고 있었으나 어느 정도 왕권이,
강화된 성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지방관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지.
방에 외관을 파견한 것은 성종 년에 목의 설치와 더불어 그 뒤 몇 차례2(983) 12
의 개폐를 거듭하다가 현종 년에 의 확정으로 지방제도의 골격이 완9(1018) 道制

성되었다.2)
그러나 당시 전국에 약 여개의 군현이 존재하였지만 모든 군현에 외관이500 ,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사 지리지 에 의하면 성종이전에는 수령이 파. < > ,『 』

견된 이 곳에 불과한데 비하여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은 곳이나130 , 374主縣 屬縣

되었던 사실로 보아 아직까지도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에 침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여실히 살펴 볼 수 있다 이들 속현들은 수령이 설치된 주현에 예속되어.
중앙의 간접 지배를 받는 행정 조직을 이루었다 즉 중앙정부에서 여러 군현 중. ,
외관이 파견된 주현에 하는 행정체계를 이루고 이들 주현이 속현을 관할,直牒

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현의 수가 많아 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가 곤란하였으.
므로 몇 개의 큰 군현을 으로 삼아 중간 기구의 기능을 띠게 하였다, .界首官

고려 중기에 이르러 속현에 대한 외관의 증파로 주현의 수가 많아지자 지금,
까지의 계수관에 의한 허술한 군현통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보다 현,
실적인 지방제도의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계수관을 대신하여 중앙정부.
2) 과 한국사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 ", 5( : , 1981), pp.56-66 .河炫綱 地方勢力 中央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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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군현 사이의 중간 기구로 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즉 북부 지방에. ,五道兩界․
는 양계 남부 지방에는 도를 설치하고 양계에는 를 도에는 를, 5 , , 5兵馬使 按察使

파견하여 도내의 군현을 통할하는 상부 행정구획으로 삼게 되어 이로써 고려의

지방제도가 정비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군현에는 그곳 지방 출신의 호장부호장 등이 향리에 임명되어 수령 밑에서․
직접 백성을 다스렸다 향리는 주현뿐만 아니라 외관이 없는 속현이나 부곡에도.
설치되었는데 그들은 원래 호족출신으로 주로 조세 부역 소송 등 핵심 행정사, , ,
무를 맡고 있었다 그리하여 직위는 비록 수령의 보좌역에 불과하였으나 실권은. ,
매우 커서 때에 따라 백성의 재산을 침탈하는 폐단이 많았다 그러자 조정에서.
는 그들 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지방 출신의 중앙 고관을 사심관으

로 임명하여 향리를 통제하게 하고 또 그들 향리자제를 기인으로 삼아 상경 숙,
위케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로서 고려시대의 향리는 처음 지방 호족의 지위.
에서 점차 중앙의 관료로 변신케되어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중앙관료로 등장 하

는 전기가 되었다.
이상에서 고려의 지방제도는 성종 때부터 시작하여 목종을 거쳐 현종대에 정

비되었다 현종 년에 이 설치됨으로써 고려의 지방제도는 그. 9(1018) 4 , 8部護 牧

기본이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기본적인 군현제를 기록한. 高麗史『 』

가 현종 년 이후의 지방제도를 기준으로 구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9 .地理志〈 〉

고려의 지방제도가 의 층 구조로 조직되고 있었는데 가- - - 4 ,道 主牧 領郡 屬縣「 」

장 상위의 행정단위가 이고 그 밑에 의 이 있5 , , ( )道兩界 京 牧 都護 界首官 主牧․
으며 다시 그 아래 일반 이 설치된 그리고 이 없는 이( ),守令 州縣 領郡 外官 屬縣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도제를 비롯한 지방행정의 단위개념이 발생되었다 그러.
나 고려의 지방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었고 이는 조선초기에 이,
르러 비로소 도의 확정이 구체화되었다8 .

조선의 지방경계의 확정2.3

조선은 건국초기에 지방의 행정조직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함, , , , , ,
경 영길 평안도 등 도로 나누어 관찰사를 두고 그 밑에( ), 8 , , , ,府 大都護府 牧 部

을 두어 등의 을 파견함으로, , , , , , , ,護府 郡 縣 府尹 府使 牧使 郡守 縣令 縣監 守領

써 일단 기본구조를 확정지었다 그러나 각 의 차등이 생기는 것은 취락의 대. 邑

소 인구의 과다 전결의 광협 및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었다, , . 邑
밑에는 자치적 조직인 이 있고 그 밑에는 를 두어 향촌은 면리제를 실시하,面 里

였다 그리고 밑의 지방조직은 태종 년 의 지방제도 개혁으로 유수부. 13 (1413)道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모두 로 구획되었다1, 6, 5, 20, 74, 73, 154,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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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파견된 관리에게는 각기 일정한 임기를 두어 부패와 토호세력화를 미

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관찰사는 일 년 수령은 일. 360 (1 ), 1800
년 이나 정 품 이상의 당상관 수령은 일 이었고 해당 관리의 연고지에는(5 ) 3 900 ,

임명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것은 지방세력의 강대나 발호를 막기 위.
한 최선의 조처였다 도와 큰 부목에는 관찰사와 부사 목사를 보좌하기 위하. ,․
여 도에 부사 부목에는 판관을 파견하였으며 그 밑에 행정 실무자인 향리를, ․
두고 육방으로 나누어 사무를 분장케 하였다 그리고 방백 수령은 행정뿐만 아. ,
니라 사법 및 군사권까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속료로 군교와 사령을 거느렸

다.
이 밖에 수령의 자문기구로 향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유향소 또는

향소에서 변천된 것이었다 향청에는 지방 양반 중에서 좌수와 별감 등을 임명.
하여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사를 규찰하는 것이었으나 여러

가지 폐단이 생겨 지방 행정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중앙과의 연.
락기관으로 를 두었으나 중기 이후로는 별로 활동이 없었고 그 밖에 실,京在所

무 행정 운영의 연락기관으로 서울에 감영 소재지에( ), (京主人 京邸吏 營主人 營

을 두었는데 이들의 활동은 조선후기까지 계속되었다) .邸吏

이처럼 조선은 건국 초기에 고려 중기 이후로부터 발생된 를 발전시켜 전道制

국을 도로 확정하여 조선 후기까지 거의 일관된 제도로 유지시켜 왔다 따라서8 .
팔도의 경계의식은 조선 초기에 확정된 도제 영향으로 급속히 고착되었던 것으

로 파악된다 이러한 도제 개념의 확산과 더불어 고려 성종에서 현종사이에 발.
생된 전라도의 경계개념도 확실하게 규정되어 왔으며 더불어 전라의 별칭으로,
호남이란 명칭도 도제의 확정과 함께 서서히 확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의 경계 및 개념형성2.4 湖南

앞서 호남의 경계가 확정되어온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마한백제고려조․ ․ ․
선시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시기부터 우리의 심성 속에.
전라도의 별칭인 호남이란 명칭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아왔을 것인가 이미 앞서.
정리한바와 같이 우리 역사상 전라도라는 도제의 설정은 고려 성종에서 현종사,
이에 형성된 바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고려의 지방제도는 군현 단위를 근.
간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도제는 상당기간 유명무실한 제도로 유지되어 오다가

고려 말기에 이르러 점차 구체적으로 자리잡아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후 이 제도는 조선초 태종의 등극과 더불어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중앙 및 지

방의 행정제도를 정비하였던 시점에서 확정되었다 특히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팔도의 강역을 그림으로 표현한 지도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는가 하면 세종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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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실측할 수 있는 관측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그리하여.
팔도의 문물 등에 관한 상세한 지리지를 편찬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인문지리학이 태동되어 성종때에 동국여지승람 의 편찬으로 계승되『 』

었던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도제의 확정과 더불어 각 도의 별칭도 함께 발생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전라도의 별칭인 호남이란 용어도 이 무렵부터 서서히 확산되었던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간 호남의 유래에 대해서는 역사지리학적 측면에서 주로.
논급되어 왔다 그리하여 그 경계의 기점인 의 남쪽을 어느 에 설정할 것. ' '湖 湖

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 대상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의 경계를 대략 금강. ,湖 ① ②

벽골제 의림제의 이남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금강을 기점으로 삼고, ,③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라도의 경계개념이 발생된 것은 고려 성종,
년 에 처음으로 지방구역을 도제로 개편하면서 지금의 전라북도를14 (995) '江南
로 전라남도를 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 은 지금의' , ' ' ' '道 海陽道 江南 江

금강을 경계로 삼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호남의 경계는 금강 이남의.
전라도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란 개념은 언제부터 우리의 심성에 자리잡아 왔을까 이에, ' ' .湖南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나 연구된 내용이 없으므로 주로 문헌적인 검토를 통하,
여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고려 및 조선시대의 주요 인물의 문집을 비롯하여 고

려사와 조선왕조의 공적 관찬 문헌인 실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그 용례를 조

사해 보았다.
그 결과 여러 문헌 가운데 현재까지 호남이란 명칭을 가장 먼저 기록한 문헌

으로는 조선 건국 직후까지 생존하였던 와(1330 1408) (1346 1405)卓光茂 趙浚∼ ∼

의 문집이 주목되고 있다 탁광무의 문집인 에. " ,景濂亭集 海東形勝擅湖南 上『 』

이란 싯구가 단 한 번 기록되고 있으며" ,有濂亭下有潭 3) 거의 동시대 인물로 조

선 건국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던 조준의 에서도 역시 단 한번 호남松堂集『 』

을 지칭한 싯구가 보이고 있다.4) 위의 탁광무와 조준의 문집에 보이고 있는 기

록이 문헌 기록상에 남아 있는 호남을 표기한 가장 오래된 용례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문집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 건국을 전후로 한 시기에 미미하나마 당,
시의 사대부 사이에 전라도의 별칭으로서 호남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3)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 1, 5 : 6( : ,卓光茂 景濂亭集 景濂亭扁額 卷 張 韓國文集叢刊『 』

1988), pp.249a. , , , ,海東形勝擅湖南 上有濂亭下有潭 弄月吟風多靜昧 觀魚聽鳥足閒談 島「

, , ,頭松葉含雲飽 池面蓮花帶雨 幽趣溪山眞釀得 而歸日飮而甘」

4) . < > 1, 7 : 6, pp.409a.趙浚 松堂集 次香林堂韻 卷 張 韓國文集叢刊『 』

, , ,杖節悠悠作遠遊 澄江紅樹客中秋 斯民塗炭知無奈 獨 湖南處處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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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369 1430), (1374 1446), (1376春亭 卞季良 菊堂 朴興生 敬齋 河演∼ ∼ ∼

1453), (1388 1443), (1401 1481), (1409泰齋 柳方善 不憂軒 丁克仁 太虛亭 崔恒∼ ∼ ∼

등의 문집에서 호1474), (1415 1482), (1417 1456)訥齋 梁誠之 醉琴軒 朴彭年∼ ∼

남이란 기록이 산견되고 있다 특히 의 문집인 과. , (1415 1474)李石亨 樗軒集∼ 『 』

동시대의 의 문집인 에서는 여회 이상 언급되(1417 1475) 10申叔舟 保閑齋集∼ 『 』

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태종 이후 세조 연간사이에 사대부층에서 호남이란 별칭,
이 점차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개인 시문집과는 달리 공식적 관찬문헌인 조선왕조실록에서 호남이란

용어를 사용한 기록은 조선 초기인 태조로부터 연산군사이에는 단지 회에 불과6
한 것으로 검색되었으나 중종 이후 현종 사이에는 무렵 회에 걸쳐서 사용되, 226
고 있으며 그 후 숙종에서 철종 사이에는 회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사실, 659
을 탐색해 내었다 이와 같은 탐색 결과로 보아 민간에서 이미 세기 이전에. 15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으나 조선 왕조의 공적 기록물인 실록에서,
는 조선초기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후 세기. 16
이후로부터 선초에 비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기 말기로부터 거의, 17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세기 영정조 시기에. 18 ․
는 조정의 공적 기록물의 제목으로도 표기되고 있는데 예컨대 관청에서 편찬된,

의 등이 눈에 띄, ,海東地圖 湖南地圖 湖南丙子倡義錄 湖南節義錄『 』 〈 〉 『 』 『 』

고 있다.
이상에서 전라도의 별칭으로 사용된 호남의 어원에 대해서 개인 문집과 실록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호남이란 용어는 조선 건국 전후 탁광무.
와 조준의 문집에서 처음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그 하한연대는 조선 건국 전후,
로 획정해 보았다 이후로 사대부층의 문집에서 산견되고 있는데 특히 이석형과. ,
신숙주의 문집에서는 여회 이상 사용 되고 있어 세기 이전에 이미 점차 확10 15
산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적 기록물인 실록에서는 중.
종 이후로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먼저 민간에서 확산된 이후로 공식적

인 관찬문헌에도 기록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밝혔다.

호남학의 성립 및 연구대상3.

호남학 성립에 관한 논의3.1

우리나라에서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방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

는 일은 그다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정.
통적인 연구분야에 아직까지도 주 관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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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현재적인 문제나 그의 발전 대안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지역학의 움직임

이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과거 그 지역의 역사적 사실이나 실체를 규명하고,
자 하는 향토학에 대한 연구 경향도 점차 눈에 띠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속에서 호남 지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실체를 규명하

고자 하는 노력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5) 이러한
호남 지방의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연구의 장을 형성하여 온 기관으로 전남대학

교의 호남문화연구소를 거론치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소는 년 월에 설립' ' . 1963 7
되어 비교적 일찍이 이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다 이곳에서는 설립이.
래 학술지인 호남문화연구 를 매년마다 발간하고 있어 호남을 주 연구대상,『 』

으로 연구하는 이른바 호남학을 태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호남문화연구' ' . '
제 집에서는 호남을 주제로 하여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2 ' '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제 집 이후 각 지역의 향토자료를 집중적으, 3
로 조사 발표하였다.
이 연구소의 설립 과정과 운영에 헌신하였던 이을호에 의해서 처음으로 호남

문화의 특징을 개관적으로 밝힌 연구 성과가 보이고 있는데 이 연구는 호남학, ' '
의 하나의 서론적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6) 그러나 당시의 연구 환경이 아직 마

한의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반영되기 이전이었다는 점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호,
남 문화의 특징을 지나치게 백제문화의 전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

을 주고 있다 그후 호남문화를 문화인류학적 틀 속에서 분석해 보려는 홍순탁.
의 연구가 보이고 있으나,7) 아직까지도 호남을 문화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

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호남을 하나의 학문의 대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년에 김영1976
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그는 을 위한 이란 제하의. ' '湖南學 定立 序言

글을 에 게재하였으나 학문적 방법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 , ,朝大學報

다만 호남의 연혁 지리 역사적 사건 문화생활 인물사상을 중심으로 열거하는, , , ,
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호남문화라는 용어로부터 호남학이란 명칭을 사용. ' ' ' '
하였다는 점은 발전적인 성과로 보이나 이 글이 적 성격이어서 그 후의 후, 遺故

속 연구가 없이 하나의 으로 그치고 말았다.序言 8) 그리고 년에 전북 지역에1980
5) 이러한 결과는 김희태의 발표자료에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다 그는 호남문화연구소 집담.
회 에서 호남문화 관련자료의 연구출판 현황 이란 주제로 발표한 바 있는(1997. 10.29) " "․
데 여기에 그동안의 호남학의 연구성과를 집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호남학의 경, .
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6) 의 하나의 으로서 광주 전남대 호남문화연구. " : ", ( :李乙浩 湖南文化 槪觀 序論 湖南文化硏究

소 제 집, 1964), 2 , pp.1-14.
7) 홍순탁 호남문화의 구조적 특질 지역개발연구 광주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 ", ( : , 1971),
제 집6 , pp.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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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한 전주대학교에 호남학연구소가 설립되었으나,9) 현재는 그 활동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설립 초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오종일에 의해서 호남. '
학서설이 발표되었으나 앞서 이을호와 김영원의 연구와 커다란 차이는 발견되' ,
지 않았다.
호남을 하나의 본격적인 학문적 대상으로 끌어올린 노력은 안진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년에 을 발표하였는데 이 글에서 호남학을 하. 1983 ' ' ,湖南學 序說

나의 지역학으로 성립시켜서 보편성을 찾는 학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한국학 내지는 한국문화의 제반 현상속에서 호남학의 주체적 특징을

분석하려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연구의 이론적 틀을 호남 유학 즉 도. ,
학 성리학 실학으로 이어지는 유학의 형태 속에 찾아 보고자 하는 한계를 보→ →

이고 있다.10) 이에 대해서는 인문과학 분야의 접근외에도 다양한 전공 영역의

연구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점차 총체적인 이론 개발을 전개시켜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은 종합 결과물로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라더라도 호남학의 영역.
을 확대하여 그 결과를 집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전남의 문화와 예술 이 전『 』

라남도에 의해서 발행되었다.11) 여기에는 역사 철학 분야 이외에도 종교 문학, , ,
민속 회화 공예 음악 무용 음악 건축 등 비교적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한, , , , , ,
연구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축적될 수 있었던 것은 년 말부터 년대 사이에 향토70 80
사 지방사 분야의 개척적인 공헌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 ) .
이 주로 호남의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연구 축적된 현재까지의 성과뿐만 아니

라 앞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 민간의학 전통과학 농사기술 분야 등의, , ,
자연과학 연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명실 상부한 호남학으로 정립되어 이후,
다른 서울학 영남학 영동학 호서학 등과 함께 한국학의 종합학으로 자리매김, , ,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8) 이 글은 조대학보 창간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집호로 발행되었는데 여기에 호남10 ,
과 관련된 여러 주제의 서론에 해당되는 성격으로 집필되었던 것 같다 이 특집호에는.
호남의 정치 경제 민속 유학 문학 등의 여러 주제분야를 다루고 있어 호남학을 하나, , , , ,
의 종합학으로 접근하였던 점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만하다 제 집 광10 (朝大學報「

주 조선대학교: , 1976), pp.230-287 .參照」

9) 이 연구소에서는 호남학연구 라는 간행물을 발행해 왔으나 년판 대학연감 에는, 1998『 』 『 』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폐소된 것으로 보인다.
10) 의 서울 이회. ( : , 1996), pp.15-30.安晉吾 湖南儒學 探究

11) 이 책의 목차 중에 제 장을 보면 부분만을 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3 , 無形文化 湖南學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호남학을 마치 호남의 등에 관련. , , ,儒學 宗敎 節義 義兵

지어 정신적 유산에 국한시킨 편향된 시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전체의.
내용을 살펴 보면 오히려 이 책은 호남학 개설의 성격이 강하게 느껴진다 의, ' ' 全南 文「

와 광주 전라남도( : , 1986) .化 藝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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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학의 연구 경향 및 대상3.2

호남지역에는 전남대학교를 비롯하여 개 이상의 많은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15
는데 각 대학교에 호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회 연구소 박물관 등이 설치되, , ,
어 있다 그리고 국립 및 시립 박물관과 농업 해양 등 특수박물관이 건립되어. ,
있으며 각 시군에 문화원과 향토사연구회 등이 결성되어 있어서 이들 단체, ․
및 기관에서 호남에 관련된 여러 결과물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박물관에서는 선사유적지와 도요지에 관한 발굴과 조사보고서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소 문화원 연구회 학회 등에서는 호남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중심, , , ,
으로 한 인물 지명 지지 역사 등에 관한 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다, , , .
호남에 관한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가 이들 기관 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의

설립과 더불어 태동되었음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 연구소는 창립 초기에 호남.
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년이후, 1965
로부터 년 사이에는 호남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하였1983
다 그후 년에서 년까지 전남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누정에 관한 종합. 1985 1991
적인 조사보고가 이루어져 이 지역이 누정을 중심으로 시가문학의 확산이 이루,
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처럼 호남문화연구소의 연구 활동으로 축적된 그.
간의 연구성과를 분석해 보면 대략 그동안의 호남학의 주요 연구경향과 범주의,
일면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이 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

한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문화연구 제 집에는 호남의 선사 고고학. 1
에 관한 논고를 비롯하여 의 과 에 관한 글이 수" " " "丁茶山 茶信契節目 美人歌辭

록되어 있고 다음으로 전라 남도초파리 란 자연과학 분야의 논문이 한편 게재, " "
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것은 이 연구소가 비록 인문학 분야에 집중된 연구경향.
을 보이고 있으나 그밖에도 농학 생물학 조경학 지질학 건축학 등의 과학분, , , , ,
야의 논고도 수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의 편찬의도는 호남에 관한 모든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결과물로는 광주시 및 전라남도의 후원 아래 광주 전남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성과물인 향토문화총서 여종이 이미 간행되었다는 점이' ' 60
다 비록 총서의 간행경향이 주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분야와 문헌자료의 영인.
및 번역에 집중되어 있어 일관된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 관한 주요한 연구 성과물로 집약된 것은 분명,
하다 이처럼 여기에 수록된 내용이 말 그대로 총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만.
큼이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호남학의 총서 내지는 백과사전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호남학의 연구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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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분석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발행된 향토문화총서의 주요한 내용을 분석 검토해 보아,
호남학의 연구대상 및 범위의 대강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음은 지금까지 두 기관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주요 분야별로 구분해 보았다.

표 광주 전남 향토문화총서의 간행 분야< 1> ㆍ

간행분야
향 토 문 화 총 서

전남 편 간행번호 광주 편 간행번호

문화유적 지표조사
제2, 3, 5, 6, 7, 8, 13, 21, 25,
집26 제 집1, 6, 7, 8, 9, 10, 12

충효학 인물지․ ․ 제 집1, 9, 10, 11  
읍면군지지․ ․ 제 집4, 23, 31 제 집7
농요민요․ 제 집22, 32  
서원향교사찰․ ․ 제 집28, 33, 40, 42  
금석문자료 제 집41  
문헌자료

제14, 15, 16, 17, 18, 19, 20,
집35, 37, 43 제 집11

문화재 제 집24, 30, 38 제 집5
문학전설․ 제 집27, 34 제 집2
조경 제 집36  
전통가옥 제 집39  
불교미술   제 집3
민속 제 집29 제 집4
총설 제 집12  

이상 현재까지 간행된 향토문화총서의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역,
사고고문학건축미술민속 등에 관련된 주제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며,․ ․ ․ ․ ․
사회 정치 산업 과학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성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
럼 총서의 성격은 전통적인 연구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근현대이후의, ․
새로운 학문영역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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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총서에서의 미진하였던 분야는 전라남도지『 』12)에서 상당

부분 보완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호남학의 연구대상을 설정하는데 체계

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호남학이 전통학문.
분야만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일반의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

정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와 같이 긍.
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전남도지에 수록된 편성내용을 살펴보아 호남학의 주요

한 연구분야로 설정해 보기 위하여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전라남도지의 편성내용< 2>

수록권수 대표항목 관련항목

제 권1 지리 자연지리 인문지리·
제 권2-9 역사 선사 고대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 · · · · · ·
제 권10 정치 행정 사법·
제 권12-14 산업 농 수 상 공 금융 지역개발· · · · ·
제 권15 교육  
제 권16,17 종교 사상

제 권18,21 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제 권19 민속  
제 권20,23-25 예술 미술 서예 조각 공예 무용 체육 음악 연극· · · · · · ·
제 권22 언론 출판

제 권26 주택 환경

제 권27 교통 관광

제 권28-30 인물  

12) 전남도지는 모두 책으로 년 사이에 전라남도에 의해서 발행되었다 이 책30 1993 1996 .∼

의 편성체제를 살펴 보면 방대한 문헌자료와 인적자원을 가동하여 편찬발행되었던 것으,
로 말 그대로 전라남도에 관한 백과전서적 성격을 갖춘 문헌이다 따라서 이 책은 기왕.
에 전라남도에 관한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였던 대규모 작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같.
이 훌륭한 성과물이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아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 간행된 서적이 전문 연구단체나 연구자에게 배포되.
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시급히 간행물의 배포문제.
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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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의 편성 체제는 앞서 살펴 본 향토문화총서에 비해서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현대의 변화된 학문.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호남학의 연구 대상도 그동안 고고 역사 민속 건축 예술분야 이외, , , ,
에 발굴이나 연구가 미진하였던 민간의학 전통과학 재래 농법 민간 상업 등의, , ,
분야뿐만 아니라 현대의 지역학의 주요 연구분야인 교통 관광 언론 출판 지, , , , ,
방자치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명실공히 종합학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
러 호남학이 한국학과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국학이 갖고 있는 보

편성과 호남학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이 비교 분석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성

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호남학의 성립에 관한 시론적 논의와 그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호남학을 학문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는 벌써 여 년이 되. 40
어 역사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는 훌륭한 성과를 보이는 영역도 있으나 아, , ,
직도 산업 및 과학 분야에서는 미진한 상태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
에 둔다면 호남학은 아직도 정립된 수준이 아니라 성립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하,
겠다 따라서 현재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연구단계로 진입하고 한. ,
편으로 아직까지 불모지로 남아 있는 미개척 분야를 관심 영역으로 적극 개발시

켜 학문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호남학연구정보 구축작업의 단계별 기본모형4. ' '

제 단계 호남 인물정보 구축4.1 1 : DB

인물 선정 및 구축내용4.1.1

한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작업으로는

어느 시대에 누가 그 곳에서 생활하였고 또한 그 곳에 무엇인가를 남겨 놓고자,
하였던 사람들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남에 관한.
연구 중에도 호남지방에서 삶을 영위하였던 인물들에 관한 연구는 가장 기본적

으로 진행되어야 할 분야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미 조선 초기의 세종실록 지리지 및 동국여지승『 』「 」 『

람 의 호남인물 관련항목을 비롯하여 후기의 많은 문헌자료에서도 호남 인물에』

관련된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문헌자료로는. 東國文『

을 비롯하여 , , ,獻錄 湖南號譜 湖南三綱錄 全南靑衿案 湖南慕義』 『 』 『 』 『 』 『

, , , ,錄 湖南丙子倡義錄 湖南文獻忠孝錄 湖南節義錄 湖南人物圖』 『 』 『 』 『 』 『 』



84 도서관 년 여름Vol. 54 No. 2(1999 )

등이 보이고 있다 또한 서원이나 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과 각 문중에서. ' '儒生案

간행한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가 산재해 있다 특히' ' .文獻錄

주목할 만한 자료로 년에 간행된 를 들 수 있다1935 .湖南歷代人物圖『 』 13) 이
자료는 호남의 역대 인물을 전라도의 시군별 출신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로, 相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주요 인물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배, , ,臣 湖堂 儒林 學行

열하고 있다 이는 호남의 인물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전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므로 호남인물의 분류체계 및 선정작업에 좋

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근래에 편찬된 와. 湖南人物誌『 』

전남도지에 수록된 등을 참고하여 해방 전후의 인물까지를 우선적으< >人物誌

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정된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의 출생과 관련된 가계와 그

당시의 교류 인물과 그에게 미친 사상적 영향 그 결과 남겨진 저술 등을 중심,
으로 서술하고 사후에 향촌이나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과 그를 배향하는 서원,
과 관련 유물 등도 자세하게 언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인물에 관한.
오늘날의 연구 결과도 구성되어 개략적인 초록 수준의 서지정보에 링크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이용자가 찾고자하는 인물에 접근하였을 때 총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당인물에 대.
한 연구성과 전체를 전문 으로 구축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fulltext)
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화면의 구성내용4.1.2

호남 인물정보의 기본화면은 두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구

성해 보았다 먼저 이용자가 호남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 바로 접.
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직접 검색을 통해서 탐

색토록 하였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어느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 인물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별 메뉴 방식에 의한 탐색 방법

을 설계해 보았다 경우에 따라 호남 인물에 대한 전통적 분류방식인. ,相臣 學

등의 인물의 성격에 따라 배열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 , , ,行 儒林 忠臣 孝子

우 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어디 항목에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애매모호한

경우가 적지않아 오히려 의외의 문제점으로 표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신지,

13) 이 책은 윤영선이 를 기초로 편찬하여 일제시대인 년에 광주 금남로에1935湖南誌『 』

자리한 숭문당에서 발행되었다 대부분의 인물지의 구성이 단순 서술방식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이 책에서는 호남의 여러 지역 인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선정하여 주요 항,
목으로 와 그리고 만을 도식화한 점이 매우 특이하다 별집으로 충의인물만.號 本貫 姓名

을 대상으로 로 발행하였다 . ( : ,湖南忠義圖 尹榮善 湖南歷代人物圖 光州 崇文堂 昭和『 』 「

10(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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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활동 지역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문제의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아래는 이러한 요소들을 화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참고 할 수 있.
는 수준으로 모델화해 보았다.

호남인물정보 기본화면< >

위의 두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당인물을 탐색한 화면에는 전통적으로 인명

이나 인물사전에서 보여주는 문자 텍스트 정보 외에 해당 인물에 관한 관련 유( )
물과 그가 출생하였던 생가나 활동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편으로,
그에 관한 연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지정보와 궁극적으로는 각 서지정보에

대한 전문제공을 목표로 설계하였다 또한 이 인물에 관련된 다른 사이트를 접.
속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인물정보가 구축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습현장에 참고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 ․
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 심층 연구단계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쇄매체 형태인 인물사전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전자출판 환경에서는,
한 인물에 대해서 문자정보 이외에 유물정보 서지정보 전문정보를 한순간에 하, ,
이퍼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86 도서관 년 여름Vol. 54 No. 2(1999 )

호남인물정보 초기화면< >

제 단계 호남학 서지정보 구축4.2 2 : DB

호남학 분류체계의 설정4.2.1

호남학 서지정보 및 전문 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연구영역의 항목에 대한

분류설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의 호남학의 연.
구대상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십진분류표 의 개념을(KDC)
도입하여 정리해 보는 방향으로 호남학의 하부 연구영역의 분류체계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지정보의 분류뿐만 아니라 문헌자료의 분류에 있어. ,
서도 중요한 기본 개념으로 각종 자료의 구축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DB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연구대상의 범주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항목으

로 정리한 바 있다 주요 항목으로 호남의 역사 정치 산업 종교 및 사상 예술. , , , , ,
문학 교육 지리 환경 교통 관광 언론 및 출판 등은 일반적으로 논의되었던, , , , , ,
분야이며 그밖에도 민간의학 전통과학 농사기술 산업 등의 분야까지도 연구, , , ,
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이러한 주제 항목을 가지고 의 분류. KDC
체계를 바탕으로 계층성을 주는 시소러스 형태로 설계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 한다.
그리하여 의 총류와 같이 총류를 제 주제로 두고 하위 개념으로 서지KDC ' ' 1 , ,
간행물 전집 문화재 등의 항목을 설정한다 또한 서지 아래에는 목록 색인 초, , . , ,
록 해제에 관련된 문헌 자료를 분류토록 하였으며 간행물에는 연감이나 연보를, ,
비롯하여 신문 잡지와 각종의 논문집이나 종합 연구 보고서를 분류하며 전집에, ,
는 호남학 관련 총서를 분류토록 하며 문화재는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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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그 아래에 유형 및 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 등으로 세분하였다, , .
제 주제 분야로 역사 항목을 설정하고 하위에 마한 백제 고려 조선 근 현2 ' ' , , , , ·
대 시대로 구분하였고 그 외에 인물 지리 금석문 등의 세부 주제도 포함하였, , ,
다 그리고 역사의 범위에는 근 현대 이전의 서양의 정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
시점의 정치 및 사회 제도에 관련 자료는 해당 시대에 분류토록 하였다.
제 주제 분야에 종교 및 철학을 합쳐서 사상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3 ' ' .
이 분야는 현대의 주요 학문체계나 분류표에서 일반적으로 종교와 철학 분야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가 종교와 철.
학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되기 보다는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련속에서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사상분야는 두 영역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까,
닭에 오히려 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분류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편리를 도

모하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부 항목으로 유교 학 불교 학 도교. ( ), ( ),
학 기독교 학 을 비롯하여 호남의 토착 민간신앙 및 사상에 관한 내용을 분류( ), ( )
토록 전개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각 세부 항목아래에서는 시대별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주제에 사회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역사 분야에서 논의한바와4 ' ' .
같이 고대로부터 근세까지의 자료는 역사 부분에 분류토록 하고 여기에는 다만,
한일합방이후인 근 현대사회에 해당되는 시대의 자료만을 한정하여 주요 가계의·
형성과정 인구의 이동 지연 및 혈연의 형성 족보학의 발전 동계의 구성 생활, , , , ,
민속 부분을 하위로 설정토록 하였다.
제 주제는 문학 및 어학 분야를 합쳐서 문학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고전 및5 ' ' ,
현대문학을 비롯하여 어학 분야인 방언 등으로 구분하고 문학 부문 아래 한시,
시조 소설 가사 설화 등으로 세분하였다, , , .
제 주제에는 예술 분야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 미술 음악 체6 ' ' . , ,
육 고건축 연극 등의 하위 개념을 설정하였다 또한 미술 항목 아래로 회화 서, , . ,
예 조각 공예 등의 주제로 세분하였고 음악에는 판소리 민요 농악을 세분하, , , , ,
였으며 체육은 무용 탈춤 등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고건축에는 가옥 서원, , . , ,
향교 사찰 누정 조경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극에는 가면극과 호남을 소재로, , , ,
하여 촬영된 영화를 연구한 문헌을 포함하였다.
제 주제로 과학기술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이곳에는 농학 및 농사 재배기7 ' ' ,
술 농기구류 어구 수렵기구 천문기상 의학 민간의 전통 의료 및 보건 행위에, , , , , ,
관한 연구 내용을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의학에는 민간의 전통요법과 한의.
학을 비롯하여 서양의학의 전래와 수용에 관한 부분도 여기에 분류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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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호남학의 분류체계< 3>

대항목 중 소항목ㆍ

총

류

일반 개설포함( )
서지 목록 해제 색인 초록( , , , )
간행물 연보 연감 논문집 신문( , , , ,
잡지)

문화재 국가문화재( ,
지방문화재 유물보존처리, )
전집 문집 총서( , )

역

사

선사 고고( )
마한
백제
고려
조선

근 현대 현대· (1910- )
지리 향토지 지도 마을지( , , )
인물 전기자료( )
금석문

사

상

유교 학( )
불교 학( )
도교 학( )

기독교 학( )
민간신앙
무속신앙

사회
근 현대 사회·
가계 족보 본관 성씨( , , )
인구 이동 분포( , )

동계
지연 혈연( )
민속 풍속 놀이 동제( , , )

문

학

고전문학 한시 시조 고소설 수필( , , , ,
가사 설화 속담, , )
현대문학

방언 사투리( )

예

술

미술 회화 서예 조각 공예( , , , )
음악 판소리 민요 농악( , , )
체육 무용 춤 탈춤( , , )

고건축 가옥 서원 향교 사찰( , , , ,
누정 조경 원림, ( ))
연극 가면극 영화( , )

과학

기술

농학 농사 재배기술( , )
수리시설
천문 기상( )

의학 한의학 민간요법( , ,
서양의학)
음식품 먹거리의 조리 및(
제조법)

산

업

농업
수산업
상업 시장 특산품( , )
공업

재정 금융 사채 계( , , )
교역 수출입( )
교통 관광( )
통신수단

정

치

지방자치
지방의회
교육 위원회 활동 포함( )

사법
지역언론 출판,
민간 단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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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제에 산업 분야를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조선후기에 발생한 시장 및8 ' ' .
상업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한 내용을 비롯하여 근현대적 개념의 재․
정 금융 수출입과 교통 통신 관광에 관한 항목 등으로 세분하였다, , , , .
제 주제에 정치에 관한 항목을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한일합방이후로 전개9 ' ' .
된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방이후에 실시된 지방자치 지방의회 분야와 지역,
의 사법 언론 및 민간 단체활동 등으로 세부 항목을 세분하였다, .

이상에서 호남학을 전체 주제로 구분해 보았다 이는 현재까지 호남학의 연9 .
구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 개척의 여지가 있는 미진한 부분을 고려하였,
다 또한 현대 지역학의 영역을 보완하여 전체 개의 항목을 두고 그 아래로 세. 9 ,
부 항목을 설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중심으로 설정한 호남학의.
분류체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과 같다< 3> .

서지정보의 구성내용4.2.1

아직까지 인쇄 매체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도서관에서는 단순한 도서 색

인을 비롯해서 논문의 기사색인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해당,
문헌의 전문 접근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초록의 작성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전자매체 환경에서는 한번의 작.
업으로 동시에 많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은 매우 유용한,
정보봉사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책자형태의 많은 서지류가 대부분 단행본을 앞에 두고 다

음에 논문을 배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두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있.
으면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시 모두 혼란스러운 반,
응을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서지정보 구축시에 단행본과 논문으로 구분지어 구.
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전자화 하고자 할 때에도 전통적인 책자형태의.
서지구성 방법을 준용하는 편이 이용자나 관리자 모두 어느 정도 책자 형식에

익숙해 있으므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호남학 서지정보는 종래의 책자 형태로 간행된 논저목록을 비롯하여 국회도서

관에서 간행된 정기간행물기사색인 형태로 호남학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서지' '
를 구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지정보는 크게 단행본과 논문 형태의.
자료로 구분하여 구축되어야 하므로 서지기술 요소 또한 상이할 것이다 앞서, .
이미 호남학의 분류체계를 작성해 보았는데 이 주류구분에 따라 대분류를 하' ' ,
고 필요시에 세분하여 서지정보를 배열한다.
서지정보의 기술사항은 일반적으로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준거를 바

탕으로 약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요 서지기술 요소들을 결정하는 것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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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서지 기술사항을 단행본과 논문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단행본의 서지기술 경우는 먼저 저자명을 앞세우고 다음으로 서명을 기술하고

다음으로 발행사항과 총 쪽수 표시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구성해 보았다 그리고.
각 사항의 구분은 저자와 서명사이 서명과 발행사항 발행사항과 쪽수 표시 사, ,
이에는 마침표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그리고 한 사항안에서 계속적으로 구분(. ) .
되어야 할 요소는 쉼표 로 구분하였으며 발행사항에 있어서는 발행지와 발행(, ) ,
처 사이에는 쌍점 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모든 기술이 끝나면 맨 마지막에( : ) .
반드시 마침표 로 표시토록 하였다 간혹 무저자명 문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 ) .
로 저자명을 생략한채로 서명부터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준용토록 한

다.
논문의 서지기술 경우는 역시 연구자명을 앞세우고 그 다음으로 논문 제목,
간행물 명칭 권호 해당 쪽수 순으로 기술토록 한다 그리고 각 요소의 구분점, , .
은 연구자와 논문제목사이와 논문제목과 간행물 명칭 사이는 마침표 로 구분(. )
하고 기술사항이 끝나면 역시 마침표로 표기토록 한다 특히 논문 중에 학위논.
문의 경우는 연구자와 학위논문명 다음에 학위등급 수여대학 수여년도 순으로, ,
기술토록 하여 일반 논문과 구분토록 하였다.
서지정보는 색인기능뿐만 아니라 초록기능이 복합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서지기술 방식에 초록을 가미하여 차후. ,
전문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불필요한 수요를 상당부문 여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정보 접근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지.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busy) .

그러므로 서지정보에는 단순한 저자 논제 주제명의 색인기능뿐만 아니라 간, , ,
단한 안내 기능을 할 수 있는 초록정보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문정보를 완전하게 구축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므로 그 전단계로 해당 문헌의 소장처를 표시하여 전문이 필요한 이용자,
로 하여금 가능한 해당문헌의 소재 파악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록정보는 해당 문헌의 전체적인 개요나 결과를 대략.
자 내외의 정보적 초록으로 기술하여 명확하게 정리되어 이용자에게 핵심주500 ,

제 내용을 빠른 시간내에 파악하여 전문의 접근여부를 판단토록 제공되어야 한

다.
이상은 서지정보 구축시에 구성되어야 할 내용으로 단순한 색인적 기능과 탐

색문헌에 대한 안내적 정보를 제공하는 초록기능을 첨가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서지정보의 기술요소는 가능한 가장 단순한 형.
식만을 채록하는 방향으로 구성토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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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단계 호남학전자도서관 구축4.3 3 :

제 차 구축대상 문헌자료4.3.1 1 :

고문헌자료A.

문헌자료는 년 이전에 생산된 고문헌과 고문서자료와 그 이후에 출판된1910
신문헌자료로 구분해 보았다 이러한 구분은 일단 문헌자료 전체를 일시에 전자.
화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저작권과 관련된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단계적 구축 방법을 구상해 보았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신간문헌과 비교하여 자유스러운 입장에 있는 고문헌 및 고문서자료를

우선 구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고문헌 중에도 국가의 관찬서인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 』 『 』 『 』

등은 모든 내용이 호남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또한 대부분 이미 전자화되어 있,
으므로 해당 부분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연결해주거나 호남관련 부분만 구축하

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외에 호남과 관련된 대표적 문헌으로는 이 지역.
출신의 개인 시문집과 문중의 문헌록 등이 대부분이며 각 지역의 인물지나,『 』

향토지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 신간문헌에 비하여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

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고문헌을 전자화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양

한 집단의 이용가치가 높은 문헌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번역,
된 문헌을 우선적인 구축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번역되지 않은 문헌을 전자.
화하는 경우 여전히 이를 이용하는 대상이 소수 연구자로 한정되어 활용 가능성

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원본이나 영인형태의 인쇄자료만으로.
도 소수의 대상자가 해당 문헌을 이용하는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정도로 유포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문헌자료를 구축시에도 관련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문헌자료 구축에 앞서 반드시 일정한 분.
류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앞에서 서지정보의 구축시에.
이미 논의한 바 있으므로 그 분류체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
검색시에 필수적인 요소인 시소러스의 개발문제 또한 자료 구축에 앞서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호남학 시소러스 개발을 통해서 검색. ' '
시에 발생되는 혼란상을 최대한 제거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
한 시소러스 개발은 이미 앞서 호남학의 연구경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까지 연구된 결과를 반영하고 앞으로 확장 가능한 연구영역까지도 고려하여 용



92 도서관 년 여름Vol. 54 No. 2(1999 )

어의 설정에 유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상의 문헌자료의 구축은 앞서 구축된 서지정보의 단행본의 기술요소들과 긴

밀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선행의 서지정보와의 상호관계를 설정하여 구축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문헌을 전자화할 때는 무엇보다도 번역된 문헌을 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고문헌 역시 가능한 번역,
을 우선하여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축대상 문헌의 선정에는 번역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고문헌을 이미지.
화하여 구축하는 것은 이미 인쇄매체를 통해서 널리 보급되어 있어 일정 수준,
의 연구자라면 굳이 전자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해당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전자화된 자료를 이용할 대상은 미래에 있으므로 그들을. ,
주 대상자로 파악하여 차제에 한글화 작업을 유도하는 부수적인 목적도 이끌어

냄으로써 한글세대의 다양한 호남학 연구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14)

고문서자료B.

문헌자료 중에 고문서자료는 일차자료로서 문헌적 오리지넬리티가 가장 높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자료를 발굴하고 조사해 내는 작업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가장 귀중한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많은 고문.
서자료가 없어져 버린 현실에서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자료라도 체계적으로 정

리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널리 이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문서는 특정 지역의 특수 집단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었

던 사례가 빈번히 발굴되고 있어 이를 분류 정리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자료적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호남이란 지역적 특성을. ' '
감안하여 분류 방식도 왕실이나 중앙에서 생산된 고문서의 분류체계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류체계를 설정할 때 반,
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중앙의 왕실 중심의 문서 행위와 지방의 민관 중심.
의 문서행위에는 그 주체에 있어서 대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된다.15)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고문서자료

14) 이러한 관점은 중국불교가 역경사업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진정한 한국학의'
발전은 한자로 쓰여진 우리 고문헌의 번역사업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

15) 고문서의 기술법 및 분류체계 설정에 종합적으로 참고할만한 문헌으로는 한국고문서『

정리법 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왕실 및 국가문서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나.』

치게 세분화되어 지방 고문서를 대상으로 이용할 때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등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 1994) .尹炳泰 韓國古文書整理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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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설정하였다.主流

표 호남 고문서의 주류구분< 4>

o 敎領類
o 帖關通報類․ ․
o 訴訟類
o 證憑類

o 明文文記類․
o 冠婚喪祭類
o 置簿記錄類
o 書簡類

고문서자료를 구축할 때에도 고문헌과 같이 단순히 이미지화하는 것은 자료의

보존적 측면 외에 그다지 의미없는 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초서나 이.
두로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해서체로 정자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우,
에 따라 가능한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고. ,
문서 정리작업은 한국정신문화연구 원과 규장각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규장각에서 편찬해 내고 있는 고문서 의 편찬방식이 필자가 생각하는 방, 「 」

법으로 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신문헌자료C.

우리나라에서는 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간행된 문헌을 고문헌으로 그1910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간행된 문헌을 신간문헌으로 대체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16) 그러나 여기에서는 고문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신문헌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도서 형태의 발전된 유.
형인 정간물 연속간행물 이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앞서 주( ) .
간 또는 순보의 형태로 간행되었던 신문도 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일보 형1920
태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신문헌자료의 유형에는 고문헌자료와는 달.
리 그 형태적 유형에서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의 형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 ,
16) 이러한 시대 구분이 발생된 배경에는 일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면서

년에는 통치의 수단으로 출판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하여 년부터 일제히 적용토1909 ' ' 1910
록 강제 규정하였다 출판법 제 조에 문서도화에 발행자와 인쇄자는 성명 주소 발행소. 8 ' , , ,
인쇄소 및 발행 인쇄의 연월일을 해당 문서도화의 말미에 기재함 이라는 조목이 보이고'
있어 현대의 판권기와 같은 개념을 만들어 냈다 이 당시 간행된 고서에도 흔히 현대의, .
신간서에 보이는 판권기가 책의 말미에 붙어 있는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바

로 이때 유래된 출판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행도서에 판권기의 유무에 따' ' .
라 신간도서의 여부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판권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도서.
의 형태가 선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고서의 범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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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행본 자료의 경우에는 이미 앞서 고문헌 자료에서 언급하였던 분류체계에

따라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중에는 적어도 저작권법이 개정 공포된.
년 이후에 간행된 비교적 최신간 서적에 있어서는 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반1994

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간문헌을 구축할 때는 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나 전자화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상당한 난제를 안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던 년 이전까지의. 1957
문헌자료는 비교적 점차 저작권리가 소멸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구축 대상자

료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작권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문제로 현재 호남과 관련된 문헌을,
주로 생산해 내는 곳으로 주요 관공서를 비록하여 각 문화원 연구단체 학회, , ,
관련 연구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차제에 호남관련 연구정보를 구축,
하고자 하는 주관기관은 위에 열거한 기관 및 단체사이에 저작물의 전자적 사'
용에 관한 일종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
다 이는 문헌의 입력단계에서 중복작업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학 자. ,
료의 전자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이 문제는 해당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정보자원의 공유라는 대승적 견지

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문제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논문자료는 크게 학위논문과 연구논문으로 구분하여 구축하는 방법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총량이 많지 않다면 굳이 구분할 필요는. ,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문을 찾고자 하는 이용자의 경향은 정확한 논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관심 주제에 대한 리뷰 성향이 강하므로 일정한 분류형식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한 주제 아래 관련 논문들을 집중시키는 배열방식으로 구축되

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헌자료는 일차적으로 단계에서 구축된 서지정보의 검색을 통해서2
원문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성되는 만큼 이 경우 상호,
간의 유기적인 연결방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
서지정보를 탐색한 이용자가 탐색문헌의 전문구축 여부를 서지정보 화면에서 바

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지정보 각 사항 첫 머리에 그 여부를 알려주는 식별아이

콘을 부가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차 구축대상 유물자료4.3.2 2 :

유물자료의 는 호남지역에서 출토 또는 발굴된 자료로서 현재 각 박물관DB
및 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대상으로 가능한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여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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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사진 자료를 이미지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형식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유물에 관한 연구정보를 연결시켜서.
관련 이용자로 하여금 현재의 연구현황 전반을 개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한편 유물자료는 이미 부분적으로 박물관에 따라.
작업을 구축한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문헌자료와는 달리 관련 사DB ,

이트와의 직접적인 연결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유물자료 역시 분류 및 검색시스템이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유물자료 역시 해당 유물이 내포하고 있는 주제적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

나 이 경우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상당히 혼란을, ,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 유형을 고려하여 일반.
적으로 누구나 쉽게 상정할 수 있는 분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유물의 기본 바탕이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는가는 전문가가 아니

더라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그 형질의 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분,
류하였다.

석재유물A.
목재유물D.

금속유물B.
종이유물E.

토재유물C.
섬유유물F.

석재유물의 주 재료인 돌은 우리 나라 국토의 할이 산으로 되어 있어 화강암7
등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석재 유물이다 석재 유물은 돌이나 옥돌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선사시대 이래로 청동기나 철기가 출현하기 이전에 인간의 생

활도구로 돌도끼나 석검 등의 석기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도 인간의 문자 기록을 남겨 놓은 이라든가 사碑石

찰의 조경미를 돋보이게 하는 그리고 고승들의 매장 풍속인 부도 등도 모,石塔

두 돌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사찰에서 석불 입상은 대부분 역시 돌에 조.
각된 것이며 심지어 화엄사의 각황전에는 화엄경을 돌에 새긴 도 만들어졌, 石經

다 그런가 하면 마을의 풍요나 안녕을 기원하였던 이나 석장승 등의 표식. 性石

등도 상당 부분 돌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고대 고분에서는 부장품으로 옥돌을 가공하여 만든 귀걸이 목걸이 등,
의 장신구류가 출토되고 있으며 간혹 사찰이나 향교에서 제례 용기를 옥돌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던 사례도 있다 이처럼 우리의 유물 중에는 옥과 돌을 이용.
하여 만들어진 품목이 매우 다양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물들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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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기준으로 각 유형에 따라 세분하여 구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속유물은 근래 마한 고분군의 발굴사업이 광주 나주 함평 등에서, ,
진행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발굴 과정에서 청동으로 제작.
된 각종 유물을 비롯해서 금으로 만든 여러 유물도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이 지.
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중요

한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마한 세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하는 각종 유물 가운데 특

이할만한 것은 무엇보다도 금속으로 만들어진 유물일 것이다 따라서 주로 선사.
시대의 고분 유물을 대상으로 이들 유물을 재료의 속성과 출토 지역에 따라 세

분하여 그 아래에 관련 유물들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 .
처럼 금속유물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대구분하고 그아래로 발굴지역을 중심으로

세분하여야 할 것이다.
토재유물은 흙을 이용하여 만든 각종 생활용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호남.
지역의 고대 고분군에서는 주로 토기류가 출토되고 있으며 강진 등에서는 청자,
를 비롯하여 자기류가 생산된바 있다 이미 고려시대에는 과의 교역 중에. 宋元․
신안 및 완도 앞바다에 수장된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었다 또한 간헐적으로.
벽돌 을 만들어 이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각종 건축물의 지붕에 기와( ) .塼

와당 가 사용되었으며 무덤이나 담을 축조할 때 사용된 흙벽돌이 출토된 사례( ) ,
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은 시대적 양식의 특징과 지역적 특색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 분류 형식을 설정하는데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목재유물은 나무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고대의 선박을 비롯하여 고가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편으로 마을의 이정표나 수호의 역할을 하였던,
목장승이 전래되고 있다 그리고 각 서원 향교 사찰의 목판 및 현판류가 상당. , ,
수 남아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목재 유물 이상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
또한 현판을 쓴 사람의 서체를 연구할 수 있는 서예사적 가치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담양 지역에는 대나무를 이용한 많은 죽공예품이 생산되어 다른 지.
역에서 볼 수 없는 주요한 특산품으로 자리하였다.
종이유물은 호남 사람에 의해서 종이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많은 작품

이 현존하고 있으며 또한 종이를 재료로 만든 부채와 생활관련된 지공예품 등,
이 남아 있다 호남은 특히 예로부터 예향으로 이름나 있는데 이는 많은 서예나. ,
그림 작품이 남아 있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기풍이 계.
승되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작가 들이 활동 중에 있다.
서예는 일찍이 이후로 동국진체의 원형으로 자리 잡아 기호학파를 중심으河西

로 계승되어 온 전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작품은 작가별로 분.
류하여 하나의 일관 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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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각 사찰마다 탱화 유물이 소장되어 있고 서원이나 향교 사우에는 배, ,
향 인물의 초상화 영정 가 보존되어 있다 이들 유물은 그 소재지별로 분류하여( ) .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섬유유물은 주로 옷감과 실을 소재로 만든 것으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이용되어 왔으므로 가장 방대한 자료를 형성하였을 듯하나 현실적으,
로 매우 등한시하였던 까닭에 거의 소멸되어 버린 유물 중 하나이다 일상 생활.
에서 활용된 의복이나 침구류 그리고 장식을 위한 많은 자수품들이 있었으나, ,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야 할 민속박물관에서도 유물적 가치로서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까닭에 호남 복식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사라져 버리기 전에 이를 자료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유물자료의 분류체계 설정< 5>

유물

분류
석재유물 금속유물 토재유물 목재유물 종이유물 섬유유물

세

부

항

목

석기류:
돌도끼

석검

석촉

석불

입상

석탑

부도

석비

석등

당간지주

묘지석

석경

선돌

석장승

성석

옥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청동기류:
생활구

동불

범종

운판

향로

 
철기류:
철불

 
금은기류:
금관

금제혁대

금제신발

장신구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토기

자기

벽돌

와당

선박

가구

목판

현판

목장승

목공예

서예

탁본

회화

탱화

초상화

지공예

의복

침구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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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유물의 재료적 성격에 따라 대분류하고 그 아래로 세부 유형별로,
유물을 나누었다 아울러 유형별 유물에 있어서 석기 청동기 철기와 자기 등과. , ,
같이 유물의 출토 지역이 확실한 자료는 그 해당 출토지역별로 구분하고 서예,
나 회화와 같이 작가가 분명한 유물은 작가순으로 세분하여 구축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이밖에 목재와 섬유 유물은 현재 해당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곳.
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유.
물자료를 대항목과 세부항목으로 대략 구분해 본 것이 표 이다< 5> .

제 차 구축대상 유적자료4.3.3 3 :

유적은 유물과 달리 어느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시대 또

는 지역적 특색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한 점이다 이러.
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호남의 대표적 유적지로는 선사시대 묘제의 한 양식인

고인돌 유적을 들 수 있으며 또한 고대 마한 세력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고분 유적지가 존치되어 있어 문헌사료의 공백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

당시 역사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비교적 드문 사례.
이기는 하나 암화나 암각 유적이 남아 있어 이 역시 선사 및 고대의 부족한 영,
역을 보완해 주는 상보적 관계가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호남 지역 곳곳에 사찰 서원 향교 전통 가옥과 산성 유적지가 남, , ,
아 있다 특히 사찰에는 현재에도 석탑 비석 부도 등의 석재 유물이 자리하고. , ,
있어 미술사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해안 및 도서 지역 일대에는 여, .
러 화석과 패총 등의 고생물 유적도 남아 있다 선사생활 유적지와 민속 마을.
무속 신앙터가 발굴되고 있으므로 이들 생활 유적지 역시 훌륭한 연구 대상 자

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마을에는 그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였던 보호.
수 등의 기념물과 경치가 빼어나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찬양하였던 명승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다양한 유적 자료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구축.
하여 다양한 연구 계층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와 관광자원의 대상으로 널리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적자료의 구축 대상물.
을 표 으로 대략 구분해 보았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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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적자료의 구축 대상물< 6>

고인돌유적 암각화유적 고분군유적                   ◇ ◇ ◇

고건축유적 사찰 서원 향교 가옥 산성 석축다리: , , , , ,◇

고생물유적 화석 패총: ,◇

생활유적 선사유적 민속마을 무속신앙터: , ,◇

명승지 및 기념물 ◇

제 차 구축대상 민속자료4.3.4 4 :

민속자료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생활 민속자료와 민속기구 그리고

각 마을이나 고을중심으로 행하여졌던 소규모의 마을축제를 비롯하여 시군 단․
위의 향토문화축제를 포함한 민속축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생활민속 자료는 과거 우리 일상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의례 음식을

비롯하여 출산이나 질병시의 민간 전승요법과 굿 등의 무속 활동 그리고 매 절,
기마다 치루었던 세시풍속 등의 풍속자료를 비롯하여 민속자료를 체계화하는 작

업이 급속히 변화되는 현실에서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발생되어온 향토민속축제가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민속축제 역시 사회가 다변화되는 과정속에서 급속도로 변질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원형에 가까운 민속축제를 발굴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속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인류학 향토학 분야의 현장 중심의 차. , , 1
적인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리고 생활 민속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으나 도구적 가치가 있는 민속기구,
분야를 별도로 독립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는 농사에 필수적 도.
구인 농기구를 비롯하여 어업에 필요한 각종 어구 등이 있다 집안에서 일상 사.
용해왔던 주방기구나 전통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된 조리기구도 있으며 의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옷감을 만드는 물레나 베틀같은 가내기구 등도 빠짐 없이 조사

되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통의.
례에 필요하였던 각종 의례 관련 기구나 교통 및 통신기구 등도 남아 있다 특.
히 이들 기구들을 제작하였던 대장간 유기방 죽물방 등 각종 공방 역시 중요한, ,
자료로 인식하여 구축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상에서 검토한 주요 민속자료는 호남지역에서 전통적 의식행위로서 자리 잡

아 온 것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도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논의된 호남 민속자료의 유형별 특징에 따른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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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민속자료의 분류체계 설정< 7>

민속자료 생활민속 민속기구 민속축제

세

부

항

목

의례

관 혼 상 제  ( , , , )
무속

굿 점 사주 궁합  ( , , , )
민간요법

출산 유아 질병  ( , , )
전통음식

세시풍속

농기구

어구

조리기구

교통기구

통신수단

의례기구

지역향토문화제

당산제 
별신제 
영등제 
풍년제 
풍어제 

제 차 구축대상 음영상자료4.3.5 5 :

호남 지방에서 발생된 판소리를 비롯하여 이 지역의 독특한 생활 음악이었던

민요나 농요 등의 음반이나 카세트 녹음물인 오디오 자료가 어떤 문헌자료 보다

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이나 어떤 역사.
적 또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 사실에 대한 증언내용을 녹음한 음영상자료 역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민.
속축제나 주요 유적지와 명승지 기념물을 담은 비디오 자료는 문헌자료에서 접,
할 수 없는 현장감을 수록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촬영된 서편제나 태백산맥 등의 영화 필름 자료

들도 모두 구축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던 자료이었으나 차제에 이러한 유형의 자료 역시 체계적으로 발,
굴 수집하여 구축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음영상자료의 구축대상· .
을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았다.

표 음영상자료의 구축 대상< 8>

녹음자료 민요 농요 판소리 구술녹음자료: , , ,◇

녹화자료 지역축제 유적지: ,◇

영화필름 호남 대상 서편제 태백산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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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5.

이상에서 호남학 연구정보 구축을 위한 기본모형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먼저 개략적이나마 아직까지도 명.
확한 개념설정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호남의 경계 범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역' '
사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한편으로 호남의 개념 형성 과정을 추적해, ' '․
보아서 과연 어느시기로부터 호남이란 어원이 성립되어 일반에 사용되었을 것' '
인가를 문헌자료를 통하여 추출해 보았다.
그 결과 오늘날 호남의 경계 개념은 백제 멸망 이후 년에 신라 신문왕이686
남부지역의 완산주와 무진주에 도독부를 설치하였고 그후 경덕왕 년 이 도독(757 )
부를 폐지하고 이곳을 전주와 무주로 각각 개칭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날 전라도

의 경계영역과 매우 흡사하였으며 이로서 호남의 경계개념이 발생되었던 것으,
로 짐작된다 이는 이후 고려 성종에서 현종 사이에 설정된 도제에서 이 지역. 5
을 전라도로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도 신라 경덕왕시의 경계 개념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의 지방제도는 군사 및 조세를 목적으로 한 군현제를 근간으로 하

였으므로 도 양계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조선 태종5 ,
에 이르러 도제의 확립으로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이 무렵8 .
을 전후로 하여 일반에서 전라도의 별칭인 호남이란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하' '
였던 사실을 개인 문집에서 추출하여 밝혀냈다 따라서 호남의 경계는 태종이.
확립한 도제의 전라도 부분으로 한정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8 .
다음으로 이러한 호남의 개념 설정을 바탕으로 호남에 관한 총체적 연구로' '
정의 할 수 있는 호남학의 성립과 연구 범위 및 경향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 .
기왕의 호남학의 연구 성과는 인문학과 예술 분야에 집중되었던 현상을 분석해

보았으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진한 연구 영역으로 농업기술 천문 민간의료, , ,
등의 과학기술 분야와 조선후기 이후로 발생된 산업분야 그리고 현대의 지방자

치 시대와 관련된 지역의 민간활동 부분 등으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호남학연구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중' '
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문헌학자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았다 그리하여 개별적.
단계에서 종합적 단계의 단계로 크게 구분하고 또한 각 단계에 세부적 단계로3 ,
구축 단위를 설정해 보았다.
이 가운데 제 단계로 가장 우선적으로 구축할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부1 ․ ․
터 일반 및 전문학자까지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한 부분으로 호남 관련 인물정' ( )
보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인물 선정 및 화면 구성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
였다 그것은 단순한 안내로부터 전문적 수준의 정보제공까지도 고려하였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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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층에서 이를 활용하여 인쇄매체 환경에서보다도 호남학 연구의 저변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기본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제 단계로 호남학에 관한 단행본 및 논문 자료의 서지정보를 구축하는 과정2 ' '
으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서지정보를 구축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
류체계를 앞서 살펴 본 호남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
지정보의 수준은 을 바탕으로 하여 각 건에 대한 초록정보를 제공할 수記事索引

있도록 설계하여 차후 전문 을 제공받기 위한 여과 장치를 마련하였다(full text) .
그러나 전문 구축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서지정보에 해당

문헌의 소재지시 사항을 부가토록 하였다.
제 단계는 호남학전자도서관 구축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이 단계는 전통적3 ' ' .
도서관이 문헌자료 중심으로 소장과 봉사를 제공하였으나 여기에 박물관자료와,
필드에 있는 유적 민속자료까지도 그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그 범위를, .
문헌자료 유물자료 유적자료 민속자료 음영상자료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서 구, , , ,
축시에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 단계와 그에 따른 구체적 분류 형태를 제시하였

다.
끝으로 현재 간행되고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있어 문헌의 전자화

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로 부각되어 있다 그런데 지역에서.
간행물의 출판경향은 관공서 및 주요 단체에서 대부분을 생산해 내고 있으므로,
연구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관련 단체장 사이에 저작물의 전자적 사'
용에 대한 일종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법적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은 신속히 전자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요건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호남학연구정보 구축 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지역이나 단체에서 추진' '
되기 보다는 한국학연구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분산구축이라' '
는 방법론으로 접근할 때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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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사회의 산물로서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져서 시간을 초

월하여 세대간 전승에 기여하는 사회적인 기구이다 사서직이란 이러한 도서관.
에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축적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 , , ,
에 관련된 전문직으로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봉사정신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도서관과 사서는 기능과 활동의 극대화를 통하여 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과 사서직에 관한 올바.
른 사회적 인식과 이해가 정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은 바로 도서관

과 사서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송승섭 허선.( , 1994; , 1997)
도서관과 사서의 이해에 대한 하나의 관점은 대중문화에 나타난 사서의 이미

지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사회문화의 한 부분으로의 대중문화는 우리가 사.
는 일상의 어느 곳에든 존재하며 일반 대중의 삶과 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그것은 대중문화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든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든.
지 사회의 현실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고 그에 따르는,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며 대중에 의해 소비됨으로써 대중의 사고와 행동,
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란 도서관과 사서가 가지

고 있는 가치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
즉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회적 책임과 봉사정신이 구체화되고 이러한 전문성이

사회의 여러 요소와 상호작용할 때 형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중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는 바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해로 직결되

게 된다 박미향 그러므로 이러한 대중문화 속의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 1997)
이해는 바로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다.
이에 본 논문은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하

여 먼저 대중문화와 도서관 및 사서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사서의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에 도서관과 사서직을 다루

고 있는 소설 지나가는 자의 초상 과 사랑의 기쁨 영화 접속 가운데< > < >, < >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묘사를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 형성요인을 찾아봄으로써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 및 사서의 이미지,
를 이해하고 나아가 도서관과 사서직 일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내용분석법 을 이용하여 상기(content analysis method)
의 대중문화 작품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내용분석법은 관찰법과 유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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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상의 의미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방법이다 내용분석법은 특히 내용의 변화나 경향 견.(Berelson, 1954) ,
해의 차이 내용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내용상의 사회적 심리적 의미를 이, , ·
해하는데 필요한 방법이며 단순히 시각 또는 청각 등 감각에 의한 이해가 아닌,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의미를 찾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작품,
가운데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조사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
루고자 한다.

이론의 틀2.

도서관과 사서2.1.

도서관이란 구조적으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사회의 문화가 어우러져서 시간을

초월한 세대간의 전승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구이다 이러한 문화전승의 전달매.
체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지만 도서관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함에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러한 도서관은 사회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 첫째 도서관의 보존의 기능이다 이는 당대의 지식과 사상. , . ․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그 사회의 문화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
한 도서관의 저장기능은 사회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그 중요성은 역사적

으로 강조되어 왔다 더구나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전자매체 등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이러한 보존기능은 더욱 다양하고 방대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
관이란 다른 문화 보존기구와 함께 사회 성립의 기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지식과 사상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는 사회란 혼란과 혼동의 야기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도서관의 또 다른 사회적 기능은 그 결과에 있다 즉 도서관이 그 사회, . ,
속의 기구로서 개인과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도서관이 사회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계화된 문화를 공유한다는 의미이지 단,
순히 저장된 지식을 사수하는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도서관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또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그러한 요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기구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서직이란 도서관에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축적 이용하는 것, , , ,
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직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란 이론과 실.
무 그리고 봉사정신과 책임감을 겸비한 직종을 가리킨다 이에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은 도서관 운영과 활동을 바탕으로 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습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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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보존 활용함으로써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봉사를 다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사서직은 전문직의 일반적 구성요건인 법적 기반 조직화된 지식(1) (2)
및 이론 교육기관 협회나 학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지도력 대중(3) (4) (5) (6) (7)
의 인식 등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요구의 제시자이면서,
그에 대한 응답자이기도 하고 전통적 가치의 보존자이면서 파괴자이기도 하며, ,
전통적 양식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또 그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수성.
과 진보성의 양면으로 사서직은 사회제도 및 문화를 비판하고 보완하며 사회,
또한 사서직의 활동과 의미를 통하여 그 전문성을 인식하고 평가한다 조찬식.( ,
1996)
요컨대 도서관과 사서직은 사회의 산물이자 사회와 문화를 형성발전시키는, ․
역할을 통하여 그 존재의 의의를 찾게 된다 더구나 문화의 보존과 창달에 기여.
하는 도서관과 사서직은 사회에 대한 역할에 비추어 전문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

한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곧 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 직결된

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의 이해2.2.

현대는 대중문화의 시대이다 그것은 대중문화란 말이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니고 그 말 자체가 대중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제 대중문화는 우리가 사는 일, .
상의 어느 곳에든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삶과 의

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컨대 대중문화는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이며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환경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란 말이 우리가 쉽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것도 그리,
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의미를 지닌 말도 아니며 그에 대,
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예컨대 대중문화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단순히 대중 일반의 오락문화를 의미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중의 총체적인 삶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
그러므로 대중문화의 이해란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도

다시 대중문화의 전체적 개념을 넓히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중문화란 개념은 외래 번역어이며 그 원어조차 약간씩 뜻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용어로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매스 컬쳐 포퓰러 컬. (mass culture),
쳐 매스 아트 포퓰러 아트 또는 매스(popular culture), (mass art), (popular art),
미디어 문화 등이다 이중에서도 대중문화의 대중을(mass-mediated culture) . ' '
매스 라는 말의 번역어나 개념으로 볼 때와 포퓰러 라는 말의 그(mass)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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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과는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진다 이를테면 는 서구 근대사회. 'mass culture'
성립 이후의 대량 생산되는 문화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다분히 경멸

적 혹은 비판적인 함의를 갖는다 반면 라 할 때는 훨씬 오래. 'popular culture'
전부터 서민 대중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화를 의미하며 가치 중립적 혹은 긍정

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란 일반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개념.
을 섞어서 포괄적인 총체로 이해하게 된다 최정호 한국사회언론연구회.( , 1995; ,
1992)
이러한 대중문화를 보는 견해는 크게 부정론과 긍정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중문화의 긍정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사회구성원 다수가 즐겨 수용하는.
문화가 대중문화이며 이것이 현대의 새로운 문화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여,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적 의미로 순기능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과거 소. ,
수의 특권 엘리트만 독차지했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인류 역, , ,
사의 민주화 과정에 따라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가, ,
실현되어 왔듯이 문화면에서의 민주주의는 역사의 진행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긍정론적인 시각과 달리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론자의 주장은 대중문화

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강조하는데 첫째 대중문화의 생산과정에서 보여주는 내,
용물은 영리추구를 위하여 조직된 상업적 대중영합적 규격화된 문화의 양산을, ,
초래하며 둘째 대중문화가 그 내용을 고급문화로부터 차용함으로써 고급문화를, ,
저속화시키고 그 수준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고급문화의 위축을 조장하고 셋째, ,
대중문화는 저속하고 파괴적이며 음란한 내용을 공급함으로써 현실무시나 현실

도피의 결과를 유발시키며 넷째 대중문화는 전반적으로 사회의 취향수준을 저, ,
하시키고 하나의 문명으로서의 질을 훼손시킨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감되어지는 대중문화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전제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매개된. ,
문화 란 점이다 고등(mass-mediated culture) .(Hiebert, Ungurait & Bohn, 1987)
문화든 하위문화든 문화 자체가 사회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형성된

다고 볼 때 대중문화란 의사전달과정에서 매체 를 필요로 하게 된다 오, (media) .
늘날 대중매체는 대중문화뿐 아니라 고급문화 민속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문화,
의 내용을 매개 전달함으로 이들 문화간의 전통적인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으며· ,
따라서 대중매체에 의하여 전달되는 모든 문화를 대중문화라 할 것이다.
둘째 대중문화는 현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대중매체를, .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중문화는 현실에 대한 재생산 이며 이러한(reproduction) ,
재생산이란 그 과정이나 표현에서 현실적이고 전체적인 사실에서 벗어나게 되고

창조적인 소수 에 의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creative mi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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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대중문화 속의 이미지 형성은 대중문.(Berger, 1987; Boulding, 1956)
화의 동기 및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며 그러한 동기와 논리의 범위는 정치적 경,
제적 문화적으로 결정되어지게 된다, .
셋째 대중문화는 소비되어 진다는 점이다 대중문화의 소비자는 서로 분리되, .
어 있으나 동질적 특성을 가진 이른바 수용자 대중들이다 수용자 대중은 현실' ' .
적인 정신적 공동체를 갖지 못한 채 본질적으로 고립된 개별자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들의 역할은 대개의 경우 어떤 문화산물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문화의 소비는 수용자 대중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대량생산을 지향하는.(Ruben, 1988)
대중문화의 속성상 대중문화는 불가피하게 문화의 표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영

향은 심미적 심리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작용하게 된다 김정현, , .( ,
1989)
요컨대 대중문화란 현대사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화이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이나 부정적일 수 있으며 또는 그 양면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도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는 현대사회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시.
각청각 등에 도달되며 이러한 현실의 재생산에 따라 새로운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수용하는 대중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2.3.

전술한 바와 같이 대중문화란 대중매체를 통하여 사회의 모든 문화내용의 이

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는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
화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한 이미.
지 형성이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듭되는 문화형성 기간과 질적

인 비약을 거쳐 하나의 문화적 대상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므로 대중문화 속.
의 이미지 형성이란 하나의 문화적으로 정형화된 사회구성요소로 향하는 영속성

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comtinuum) .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란 하나의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서

관과 하나의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에 대한 사회성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

서 출발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대중문화 속에서 형상화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 즉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회적 봉사와 책임감이 구체화되고 이,
러한 전문성이 사회의 여러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 하여야 한다 또한 사서직의.
구성요건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전개될 때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즉 도서관과 사서직의 각각의 구성요.
소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통합될 때 대중문화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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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 사서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구성 되는 것이다(construct) .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란 일면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사

회성과 전문성의 형상화이다 즉 현대사회와 같은 대중문화 시대에 도서관과 사.
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현존하는 대중문

화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대중문화 속의 도서관과 사서의 이.
미지란 현재의 대중문화 형성과정 및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며 상호의존적으로

공존하게 된다.
반면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란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일

반적인 전문직의 형상화의 연장선에서 생각되어 질 수 있다 대중문화에 나타난.
전문직이란 의사 법관 학자 등의 이미지가 대중의 인식 가운데 전문직으로 자, ,
리매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사서직이라는 전문.
직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기존의 전문직의 이미지 형상화와 그 내용이나 형태면

에서 비교될 만한 것이며 이러한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란,
대중문화 가운데 나타난 전문직과 전문기구의 이미지에 대한 이해에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3.
외국 대중문화의 경우 도서관과 사서가 매우 자연스럽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사서는 미국의 대 인기직업 순위에서 위를100 24
차지할 만큼 대중적이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외국 대,
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그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여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은 년대부터 년대까지 사서가 등장하는 편Walker & Lawson(1993) 1920 1980 30
의 영화를 통하여 사서직 인물의 성격과 업무와의 관계성을 파악해 보고 성별, ,
연령 결혼여부 성격 묘사 영화분야에 따른 특징을 조사한 결과 영화 속에 나, , , ,
타난 대부분의 사서는 꼼꼼하며 존경받을 만하게 묘사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내,
향적이고 미혼이며 깔끔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젊은 여성으로 조사분석하였․
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소설가 은 최근에 쓴 한 과학소설 스타쉽Heinlein(1998) <
투르퍼즈 에서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Starship Troopers)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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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모든 학문의 기본은 래 그것은 수학이, Library Science .

모든 과학의 기초학문이듯이 말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둥거리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어떻게 그들의 소임을 다, Librarian

해 주느냐 여하에 달려있다는 거야.

이 대목에서 사서가 아닌 과학소설가로부터 미래의 문헌정보학과 사서의 소임

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사서라는 직업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금 생각

해 보게 된다 미국에서는 사회의 모든 문화를 이끌어 가는 과학자 연구자 사. , ,
회인 예술가들이 자기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혹은 사회문화 창조를 위하,
여 문헌과 다양한 자료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원의 분석과 처리와 활,
용성을 높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적절히 분배해 주는 사서의 소임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외국 대중문화 작품으로 영화

쇼생크 탈출 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 >(Shawshank Redemption: King, 1995) .
서는 주인공 가 쇼생크감옥의 초라한 도서관을 유익하고 다양한 문화를 즐Andy
길 수 있는 감옥도서관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이 영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중요한 줄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쇼생크감옥의 죄수들은 피폐하고 지루한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앤디가 꾸민 도서관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었고, ,
음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중단했었던 공부까지 마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죄수들에게 이 쇼생크감옥의 도서관은 그들의 희망이었고 문화의 공간이었으며, ,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앤디로 나타.
나는 사서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미국 전체 사회에서 보는 사서에 대한 이

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내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4.

지나가는 자의 초상4.1.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윤대녕의 작품 지나가는 자의 초상 은 년 작가세계< > 95
에 중편소설로 발표하여 년 동일한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작품의, 96 .
시작은 흑백텔레비젼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흑백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세계.
의 상징인 듯하다 이 세계에는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백을 상징하는 김은. ,
애와 흑을 상징하는 서하숙이다 흑과 백 그 어느 세계도 주인공의 안식처가 되. ,
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주인공은 흑백텔레비젼은 너무 어둡다고 투덜거린다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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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인 화자는 정오에 대문을 나서는 어머니에 대하여 하얀 목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쩌면 어머니는 흑과 백의 중간색 회색일런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
윤대녕 작품의 기품인 것이다.1)
먼저 지나가는 자의 초상 의 전체적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인< > .
공 황동우는 폐쇄적인 공간을 좋아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인물로 세상에 나,
아가기를 두려워하던 그가 시립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면서부터 안정을 찾게된

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함도 같이 근무하던 사서 김은애와의 무미건조한 사랑으.
로 깨어지게 되며 서하숙이란 정체 모를 여인을 통해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깨,
닫게 된다 김은애와의 결별을 통해 사랑에 대해 알게되고 홀어머니의 죽음을. ,
통해 서서히 세상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 주인공은 마침내 폐쇄적인 공간. ,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장소였던 도서관을 그만두고 대그룹의 조사부에,
입사하면서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
상을 피해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

이 된 것이다.2)
이 소설은 시립도서관의 사서로 일했던 주인공 황동우의 인칭 주인공 시점으1
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작품 내에서의 황동우의 역할은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반

영하는 것이다 그는 거친 바다의 세상을 피해 자기만의 폐쇄된 공간을 찾아 시.
립도서관의 사서로 전직하게 되는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의 성격에 사서라,
는 직업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도감을 주는 직업이었다.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비록 준사서였지만 그 일은 대체적으로 내.…

적성에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 비로소 나는 그때까지 내내 추스르기 힘들어했던 이.

정체불명의 나 라는 존재에 대해 겨우 안도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세상은 내게 있< > .

어선 한갓 도서관의 먼지 낀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흐린 풍경화에 불과했다 나는.

거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육지에 발을 내디딘 기분이었다 항상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떨고 있던 나침반의 바늘도 이윽고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가만히

멈춰 있었다.

남들이 보면 지루하고 단조롭게만 보였을 이런 생활에 그러나 나는 꽤 만족하…

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내 집처럼 좋아하고 있었다. .

그러나 여러 사건을 겪은 후 그의 성격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함에 따라

그는 도서관에서 탈출하기를 갈망하였고 결국에는 좀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그룹의 조사부에 입사하게 된다.

1) http://www.hitel.net/~shin765/yundn.htm
2) http://user.chollian.net/~immignon/kite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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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놓았다 다시금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탓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으로 인해 삶을 대하는 태

도가 판이하게 달라졌던 탓이었으리라 우선 나는 내 녹내나는 생활에 심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도서관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에 매일매일 시달리고 있었다. .

나는 몇 세기 전에 죽은 동물의 빳빳한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만 같았다 기.

름을 끼얹고 몸에다 불을 그어대고 싶은 권태스런 날들이었다 나는 구체적으로.

변화 라는 걸 원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 .

사서로 분하고 있는 인물은 황동우와 김은애로 황동우의 업무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김은애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황동우는 거친 세상을 피해 안전한 도서관으로 옮기면서 한동안 안정을.
찾게 되는데 그는 도서관의 업무를 자신의 적성에도 맞고 쉽고 편하게 익힐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사서직은 격주로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했지만 아침 아홉시에 출근해 오후 다,

섯시만 되면 어김없이 퇴근을 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보다 근무 조건은 물론이고

부대낌도 한결 덜한 편이었다 출근한 지 일주일만에 나는 내가 하는 일에 곧 익숙.

해졌다 아직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

나는 도서를 분야별로 정리해 카드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짜서 전산화시키는 데 금

방 솜씨를 발휘했다 또한 열람자들이 신청한 카드나 신문을 보고 새로 구입할 책.

의 목록을 작성한다거나 신경이 많이 소모되게 마련인 자료 조사표를 만든다거나

심지어는 낡은 책의 장정을 새롭게 하는 일에 조금도 싫증을 느끼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에 김은애는 지각을 했다 시립 도서관 직원 누구도 연장 근무나. …

야근을 안하는 대신 지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년대 말부터 시작된 도서관의 전산화 붐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으나 전체80 ,
적으로 사서의 업무란 단조롭고 일주일만에 익숙해질 정도로 쉬우며 정적인 것, ,
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난 사서의 업무는 주로 정리업무가 대부분.
이었는데 실제 현장의 사서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분류 목록 작업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서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적이고 단조로운 업무표현을 위한 작가.
의 작품에 대한 의도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사서직 인물의 업무에 관한 표현이,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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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속에 나타난 사서의 이미지는 주로 정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황동우는 그런 사서의 이미지를 조용하고 예의바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였다.

시립 도서관엔 쉰다섯 살의 관장 외에 스물세 명의 상근 직원이 있었다 그중 사.

서는 셋이었는데 남자 직원은 나 하나뿐이었다 모두가 조용하고 예의바른 사람들.

이었다.

이 소설에서 도서관은 주인공이 안정과 편안함을 찾게 되는 폐쇄적 공간 산,
사의 절이나 텔레비젼 주인공의 방안과 같은 은신처와 같이 묘사되어 있으며, ,
그런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사서 또한 조용하고 정적인 사람들로 인식하

였다.

남들이 다 퇴근한 후에 서가 한쪽 구석에 물끄러미 앉아 있노라면 산사의 뒤란에

나와앉아 혼자 풍경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책들은 아무 조바심도 없이. ,

제 이름표를 등 처럼 들고 누가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동자승 과도 같았( ) ( )燈 童子僧

다.

그러나 사서의 업무가 도서관의 책을 한가로이 읽을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라

는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다.

도서관에 있으면 책은 실컷 읽겠네요?「 」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죠 농부라고 해서 어부라고 해서 쌀과 고기를 실컷 먹. ,「

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던 그가 어머니의 죽음을 겪게 되면서부터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변화함으로써 정적인 사서의 업무에 싫증을 내기 시작하였고 권태스런 사서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게 된다 결국 그는 적은 인원의 직원들이 근.
무하는 조용한 도서관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그룹의 조사부로 전직하

게 된다.

근데 요즘 뭐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 」

글쎄요 도서관에만 처박혀 있으니 잘 모르겠군요, .「 」

준사서에서 사서로 승진하는 바람에 한동안 다른 생각은 접어둔 적도 있었으…

나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다 나는 도서관 일에 곧잘 게으름을 부리며 이 수용소 같.

은 갑갑한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열심히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좀더 사람이 많. …

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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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황동우를 통해 표현된 작가의 사서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되었으나 그 업무가 갑갑하고 권태스러운 것이라 칭하면서 외향적,
이고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부적합한 매우 정적인 직업으로 강조하였다.
이렇듯 소설 지나가는 자의 초상 속의 사서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정< > ,
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상세하고 현,
실적인 업무내용을 표현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사서에 대한 이미지가 단조롭고

갑갑한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정리업무의 수행만이 아.
니라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참고봉사 등에 대한 표현이 있었을 경우

에는 좀 더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졌을 것이다.

사랑의 기쁨4.2.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최인호의 장편소설 사랑의 기쁨 은 년< > 95
부터 년까지 년여에 걸쳐 회의 분량으로 한국일보에 연재된 소설이다 이96 2 500 .
것을 다시 정리하여 년 권으로 출간하였는데 년 월부터 월까지 교보문97 2 , 97 3 6
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으며 월에는 소설부문 위 종합부문 위, 5 1 , 2 3)에 까지

올라 최인호 소설의 대중적인 인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소설은 암으로 죽은 엄마 장유진 의 집을 딸 채희가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된( )
다 아버지와 년에 걸친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엄마에 대. 3
한 증오심으로 사춘기를 심한 갈등 속에서 보냈던 채희는 엄마의 유품 속에서

쓰다만 편지 한 장을 발견한다 연애편지의 대상을 추적하기 위해 도서관과 출.
판사를 돌아다닌 끝에 채희는 엄마의 남자가 미국으로 떠나간 영문학자 최현민( )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편지로 엄마의 죽음을 알린 채희는 영문학자의 초청으.
로 미국을 방문 엄마가 평생을 통해 사랑했던 단 하나의 남자를 만난다 병으로, .
시력을 잃어 가는 영문학자의 서늘한 말년 여년에 걸친 그리움을 간직하고, 30
있는 마음씨를 느낀 채희는 두 사람의 사랑과 그 보다 더 진했던 엄마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4)

3) http://www.kyobobook.co.kr/cgi-bin/history.cgi
4) 임순만 높고 맑은사랑 죽음으로 완성 최인호씨 화제 장편 사랑의 기쁨 국. 1997. " / ".「 」

민일보 년 월 일 면 문화 기획1997 2 24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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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 속의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으로 도서관 입구에서 가방을 맡기고 번호

표를 받은 후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층은 개방식 도서실 층은 폐쇄식 도, 1 , 2
서실로 운영되고 있다 개방식 도서실에 비치된 책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
간들이 대부분이고 간행된 지 오래된 책들은 층 폐쇄식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 2
다 열람실에는 색인이 저자순과 도서순 두 가지의 형태로 배열되어 이용할 수. ,
있도록 되어있고 다른 한쪽에는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컴퓨터가 놓여져 있,
어 전산화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층 도서실은 칸막이로 이루어진 폐쇄식이었다 중앙 복도에 원하는 책을 찾아볼2 .

수 있도록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책의 목록을 색인해 놓은 열람실이 자리잡

고 있었다.

색인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져 있었다 한쪽은 책을 저술한 저자의 이름을.

가나다 순서로 정리해 놓고 있었으며 또 한쪽은 책의 제목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놓은 목록철이 준비되어 있었다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른 한쪽에는 컴퓨터.

도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책들은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책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카드목록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데 폐가제이므로 원하는 책의 카드를 찾아 대,
출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서가 찾아준 책을 직접 복사하여 도서관을 나온다.

채희는 대출신청서에 그 책의 고유번호와 저자 이름 책의 제목을 써내린 후 곧,

바로 사서 쪽으로 다가갔다 안경 쓴 중년 여인은 채희가 내민 신청서를 접수( ) .司書

하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하였다 분 뒤에 다시 오십시오 사서는 책들을. "10 ." ...

쌓아 두고 분류하고 있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채희는 책상 위에 놓은 수필집을 들고 사서에게 다가가서 복사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책을 정리하고 있던 사서는 대답 대신 도서실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도. .

서실 한쪽 구석에 대형 프린터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작가는 대출신청서를 받는 사서의 표정을 무표정하고 무뚝뚝하게 표현하였고,
많은 책들을 쌓아두고 분류를 하느라 정신없는 사서의 전문적인 업무처리 모습

도 짧게 묘사하였다 열심히 일하는 사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
용하고 무표정하며 불유쾌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 여전히 일반인에게 비친

사서의 전형적인 모습이 딱딱하고 불친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도.
서관 전산화와 이용자의 정보검색과 관계에 대한 의미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

어 일면 도서관과 사회가 마치 유리된 듯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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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4.3.

년 월 일에 개봉한 접속 은 월 중순까지 연장상영하며 서울에서97 9 13 < > 12 80
만 천명 전국적으로 만 명의 관객을 끌어 모아 당시 한국영화사상 세 번째5 , 148
흥행을 기록했었다.5) 제 회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네티즌초이스를 수1 ' '
상하였고 대종상영화 축제에서는 작품상 여우신인상 신인감독상 등 개, ' ', ' ', ' ' 6
부문상을 휩쓰는가 하면 제 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넷팩상을 수상하였으며, 2 ' ' ,
여성관객이 뽑은 최고의 한국영화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97 ' .6) 또한 그 동안

외국음악을 저작권 협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왔던 영화계의 관습을 깨고 정식

절차를 걸쳐 팝음악을 수록하였다는 데에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와 함께 영화적으로도 코미디와 액션이 주조를 이루던 한국 영화 제작에 새로운

장르의 시작과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 바로 접속 이다< > .
먼저 영화 접속 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라디오 음악프로 담< > .
당 인 동현은 과거에 사랑했던 영혜를 잊지 못하는 냉소적인 성격의 소유자PD .
한편 홈쇼핑 채널 쇼핑가이드인 수현은 대학도서관 사서인 룸메이트 희CATV
진의 애인인 기철을 짝사랑하고 있다 두 사람은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을.
매개로 익명의 공간 사이버페이스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서로가 외로운 사람

이고 반응 없는 사랑에 대한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동질감을 느

끼며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갈등과 화해의 통신을 지속하는 가운데 수현은.
기철에 대한 사랑이 허망하다는 걸 깨닫고 정리하게 되고 동현도 방송국을 그,
만둔다 일체의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 이들은 마침내 통신을 벗어나 영화.
를 함께 보기로 한다 그러나 동현이 영혜의 사망소식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수현은 결국 동현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수현이 계속 동현에게 연락을 취, .
해 보지만 동현은 삶에 대한 회의로 호주로의 이민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다.
결국 수현도 동현의 무응답에 포기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남

기는데 동현은 끝까지 그녀를 만나는 것을 주저하다가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
나게 되면서 막이 내린다.
영화 접속 에서 늘 원피스 같은 치마와 가디건을 즐겨 입는 여성적인 모습< >
의 희진은 대학도서관의 사서로 주인공 수현과 한 아파트에 사는 룸메이트이다.
희진의 남자친구인 기철은 희진의 몸살에 사서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식

을 들고 다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울산으로 함께 내,
려가자면서 그곳에도 도서관이 있다고 쉽게 말하기도 한다 이에 희진은 사서가.

5) 고명섭 접속 비디오시장도 접속 성공 대여순위 위 판매도 호조 한겨레신문. 1998. " , ' ' / 2 ".
년 월 일 면 문화 뉴스1998 2 25 18 . ( ).

6) http://phys.kookmin.ac.kr/~bong/movie/movie8-con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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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만만한 직업이 아니며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희 진 쇼파에 엎어지는 아후 죽겠다 몸이 폭탄 맞은 거 같네: ( ) . .…

기 철 원래 지식이란 무거운 거야 넌 그걸 머릿 속에 안 넣고 번쩍번쩍 들기만: .

하니까 그렇지.

...

기 철 책은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고 했잖아: ?

희 진 그렇다고 내가 언제 도서관 관둔다고 한적 있어: ?

...

기 철 울산이 왜 촌이니 거기에도 도서관 있어: ? !

희 진 거기서 날 받아준대 그러고 다시 올라오면 누가 떡하니 자리 비워줘: ? ?

도서관이 그렇게 만만한덴 줄 알어?

이 영화에서는 뚜렷하게 사서라는 직업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단지 도서관을,
배경으로 나올 뿐 사서의 일상적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
았다.

대중문화에 나타난 사서의 이미지 및 요인 분석5.
지금까지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소설 지나가는 자의<
초상 과 사랑의 기쁨 영화 접속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중문화> < >, < > .
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는 매우 부분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나타내어지

고 있는데 이것들을 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도서관은 편한 곳이라는 것이다 소설 지나가는 자의 초상 에서 볼 수, . < >
있듯이 도서관은 연장근무나 야근을 하지 않는 등 일반 기업체보다 근무 조건은

물론이고 부대낌도 한결 덜한 편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업무도 쉽고 단조.
로우며 세상과 격리되어 책이나 읽으며 지내는 더없이 편안함이 허용되는 공간,
이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서는 정적이며 예의바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소설 지나가는 자의, . <
초상 에서의 사서는 조용하고 예의바른 사람들로 도서관 역시 산사처럼 조용하> ,
고 아늑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 사랑의 기쁨 에서의 사서는 무. < >
뚝뚝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 하며 대민봉사를 귀찮아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서는 활동적이거나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좀더 정적이며 대민봉.
사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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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서의 업무는 지루하고 단조롭다는 것이다 소설 지나가는 자의 초, . <
상 에서 보면 사서의 업무는 권태스럽고 수용소같이 갑갑한 생활이라고 느낄>
만큼 지루하며 단조롭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는 도서관이 편한 곳이라는 이미지.
와 상호연관되어 녹내가 날 정도로 변화가 없는 생활이 사서라는 직업의 이미지

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도서관이나 사서는 변화가 없으며 무척이나 폐쇄.
적인 것으로 기술되며 그 안에서 생동감이나 자아 발전의 기미를 찾아 볼 수 없

게 된다.
넷째 사서의 업무는 쉽고 단순한 도서 정리에 그친다는 것이다 영화 접속, , . < >
에서는 사서가 지식이 아닌 단순히 책을 나르며 정리하는 직업으로 소설 지나, <
가는 자의 초상 에서는 업무가 너무 쉽고 단순하여 일주일만에 파악하고 숙달>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소설 사랑의 기쁨 에서는 열심히. < >
도서를 분류하는 사서의 모습을 그려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사서의 업무에 대하

여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분류 과정에서의 지적인 생동감은 전

혀 나타나지 않고 단순반복적 의미로만 기술되고 있다.
다섯째 사서는 세상과 격리된 도서관에서 근무한다는 것이다 소설 지나가, . <
는 자의 초상 에서 도서관은 세상과 떨어진 조용한 산사로 책은 그 산사의 조> ,
용한 동자승으로 표현 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쳐 박혀 있다는 대화를 통해 도서,
관은 세상과 격리된 곳이며 사서 또한 도서관에서 근무하여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도서관과 사서는 사회의 부분.
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외떨어진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회와 전혀 무관

하게 비추어 지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목록이나 분류 전산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 , .
급하였듯이 사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유용한 정보를 잘

분류하여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그러나 분석대상의 작품 모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목록이나 분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고 모두 전산화가 한,
창 진행 중이던 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전산화에 대한90
언급 또한 미미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도구 또는 전문직으로서의 사서가 다른.
전문직처럼 대중문화 가운데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사서의 자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설 지나가는 자의, . <
초상 에서 주인공은 처음에는 준사서로 시립도서관에 근무하게 되고 후에 정사>
서로 승진하게 되는데 주인공이 수행하는 업무를 볼 때 두 직분간에 차이가 없,
어 사서의 교육제도와 자격 그리고 자격 구분에 따른 업무 구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교육과 실무경험에 기.
초한 사서의 자격요건 따위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마치 여타 직장에서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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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같은 의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전술한 대중문화 작품들에 기초하여 분석한 도서관과 사서의 이러한 이미지들

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 되어있어 대중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비중의 우선 순위를 따지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이미지 형성의,
분석은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사회성을 예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이미지 형성을 가능케 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도서관이 단순히 열람실로만 이루, .
어진 것이 아니라 수서 열람 참고봉사 등의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사서들의, ,
자격에 따라 업무 또한 구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도서관이.
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고만 인식하고 있을 뿐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지식과 문화의 공간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과 사서의 단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의 보, .
관소로 사서는 그 도서를 배열하고 지키는 사람쯤으로 묘사하고 있어 전문적인,
사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산화 또한 단순히 카드를 통해 찾던 도서를 컴퓨터를 통해 찾

을 수 있다고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 검색은 카드목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

며 사서의 가장 동적인 업무인 참고봉사 활동과 봉사 대상자인 이용자에 대한,
언급도 없어 사서의 업무를 매우 단순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셋째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작품들을, .
통해 본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정적이고 세상과 격리된 곳이며 사서는 일반적으,
로 정적이고 무뚝뚝하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중문

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한편 사서를.
조용하고 예의바른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 이 또한 너무 정적인 직업,
으로 표현하여 역동적인 사서의 업무를 표현해 내고 있지 못하며 사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
살펴보았듯이 도서관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대중의 교

육 문화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며 사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 ,
식되어 사회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까지 도서관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기 보다 입시를 위한 공부방 정도로 인

식되고 있어 사서의 역할 또한 책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학교 도서관을 지키고,
자율학습을 감독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사서와 이용.
자가 의사 소통하는 과정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 도서관과 사서의 의의는

더욱 나타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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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서는 전문직의 기본요건인, .
조직화된 지식 및 이론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기술 대중에 대한 봉사의 요소를, ,
갖추고 있지만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루하고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별다른 지식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결 론6.
지금까지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전문성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

중적 이해와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

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외국의 경우를 간략히 살펴본 뒤 내용분석, ,
법을 이용하여 소설 지나가는 자의 초상 과 사랑의 기쁨 영화 접속 가< > < >, < >
운데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묘사와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도서관은 근무여건이 편한 곳이며 사서의 업무는 쉽고 단순한 도서정리 업무에, ,
그치는 지루하고도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세상과 격리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는 정적이며 예의바른 집단으로 정작 분류 목록 전산화 등과 같은 전문적, ,
인 사서의 업무나 사서의 지위 및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도서관은 매우 정적이며 사서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나 그. ,
업무는 매우 단순하고 소극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 형성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전체적,
인 운영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하며 대중문화에서는 도서관과 사서의 단면,
만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고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을 들 수 있으,
며 무엇보다도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의의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별개의 요소가 아닌 총체적.
인 이미지 형성 요인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도서관과 사서직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중요한 사회적 도구이며 교육

과 실무에 근거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성과 전문성이 내재적.
논리 만으로는 대중의 이해와 인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internal logic) .
의 이해와 인식은 혁명적인 영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지식사회학 이론처럼 도서관과 사서직의 사회성과 전문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사회의 전체적 경험과 이에 따르는 변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도서관과 사서는 사회의 요구에 적극.(Berger & Luckman, 1967)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의 요구를 창출하는 사회구성요소로서 자리매김하여 도

서관과 사서직의 사회성과 전문성을 표출화 할 때 대중에게 진정(exter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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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전문적 기구로서 이해되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
본 연구는 도서관과 사서직의 사회성과 전문성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편의 소설과 한편의 영화를 통하여 대중문화에 나타난 도서

관 및 사서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좀 더 많고 다양한 대중문화.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대중문화에 비추어진 도서관과 사

서의 총체적 이미지가 파악되어질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
구가 다른 사회적 기관이나 전문직과 비교연구될 때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다른 사회의 경우와 병행하여 연구될 때 연구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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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평론은 웹 검색엔진 발전의 역사와 최근 현황 및 미래에 대한 반영을 논『

의하고 있다 네트워크화된 검색도구들은 인터넷 자원의 유용성과 함께 발전되.
고 있다 웹 검색 엔진들은 그들의 종류와 내용 정보 수집기법 그리고 이용자를. ,
위한 도구들의 배열이 복잡하다 아직 본 주제에 관련된 문헌은 적으나 점점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들 중 대부분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 문헌들에 의.
하면 이러한 환경하에서 수행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비록.
검색엔진 생산자들이 개인화 요약 그리고 질의 확장에 기본적인 시도를 했더라, ,
도 일반적인 내용에 기반을 둔 검색엔진의 검색과 수행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아마도 노력할 가치가 없을지도 모른다.
멀티타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을 통한 분배검색으로의 전환은 풍부한 메타

데이터와 항해 도구를 가진 더 적은 정보 자원을 포함하는 검색과 일반적인 네

트워크 발견으로 확장될 수 있다.』

* Schwartz, Candy, 1998.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Web
Search Engines 49(11): 973-982.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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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웹 이용자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검색엔진 이라는 용어는 인터넷 정" "
보원에 접근을 제공하는 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정보검색 연구 분야에.
서는 인터페이스와 엔진을 구별하고 있다 인터페이스란 이용자가 엔진과 상호.
작용하는 수단을 뜻한다 혹은 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며 그. Jane John Q. Surfer
들은 검색엔진을 인터페이스 검색과 출력기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개념으로 여긴다 도서관 목록에서와 같이 인터넷 검색엔진 이용자들은 결과에. ,
관심이 있으며 기술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복잡한 검색도구가 제공하는,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인터넷 초보자 컴퓨터 문맹자이든 그 밖의 다른. (
사람이든 에 의한 검색엔진 사용에 관한 과 의 연구는 분명히 이) Pollock Hockley
것을 뒷받침한다 피실험자들은 인터넷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정보원을 포함. ,
하고 있는지 왜 여러번의 반복된 탐색이 요구되는지 어떤 종류의 키워드가 효, ,
과적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해답을 인지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결여되

어 있었다.
도서관 목록과 다르게 웹상의 디지털 도서관 환경에서 제공되는 것과는 별도(
로 대중적인 검색서비스들은 광고 수입과 고객들 탐색자들 에게 상품의 패키지) ( )
를 강조하여 특별한 브랜드로 끌어들이므로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대부.
분의 사람들은 종종 사용하기 쉽거나 응답 속도 때문에 좋아하는 한 두개의 검

색엔진을 찾으며 그들은 우수고객이 된다 예를 들면( Stobart & Kerridge, 1996
설문에 의하면 그러한 브랜드 로얄티를 촉진하기 위하여 검색엔진 생산자들은).
검색 이라고 명칭을 붙인 브라우저 버튼에 링크되는 서비스를 위하여 많은 돈" "
을 지불한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용자들은 검색하기 위해 한 두 개의 단.
어를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검색서비스(Andrews, 1997b).
들은 현재 상용 온라인데이터베이스 영역 색인언어와 전거통제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는 제외하고 에서 통용하는 검색도구의 배열을 제공한다) .
이 평론은 웹 검색엔진 발전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현 상황을 숙고하고

미래에 반영하고자 한다 역사는 이 문맥에서 흥미로운 용어이다 년 글에( - 1995
서 는 년 초에 발매된 의McMurdo 1994 Oliver MacBryan World Wide Web

이 이미 같은 해 말에는 후속 모델의 선조로 간주되었다고 반어적으로 언Worm
급하다).

과거

인터넷은 년대 말경부터 연구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학술사회에 마1980 -
침내는 회사와 일반 이용자에게 널리 보급되어졌다 새롭게 이용 가능한 기능- .
들이 텔넷을 시작으로 리스트서버 뉴스그룹 고퍼 웨이즈 그리고 웹으로( , FT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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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제공하는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탐색 과정은 동료들 사이에 새로운 파)
일과 사이트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구전을 통해서 혹은 더 일상적으로

전자메일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전자 토론 그룹 전자 저널 텔넷 접속 서비스. , ,
등의 인쇄물 디렉토리들이 출판되었으나 인쇄출판물은 인터넷 정보원을 최신성

있게 유지하기에 특별하고 적절한 방법이 못되었다.
다행히도 각 기능은 매우 빠르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전자 발견 고안물들의,
전개에 의해 이어졌다 익명의 에 의해 유효한 파일들이 아키 에 의. FTP (Archie)
해 검색된다 리스트 서버 자료들은 서버에 보내진 명령어로 검색된다. .

와 같은 온라인 디렉토리들은 텔넷으로 접속될 수 있던 도서HYTELNET LIBS
관과 다른 자료들을 알려주었다 년대 초기에 고퍼 의 폭넓은 채용. 1990 (Gopher)
은 베로니카 그리고 그후 쥬그헤드 의 개발로 이어졌다 이들(Veronica) (Jughead) .
은 고퍼 메뉴 라인의 텍스트를 통해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였으며 모든 고퍼 공

간으로부터 모아진 정보나 한 사이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된다 웨이즈. (WAIS,
는 다소 다르다 당시 사의Wide Area Information Server) . Thinking Machines

에 의해 개발된 웨이즈는 두가지 연구로 구별된다 텍스트 검색Brewster Kahle .
의 통계적인 특징을 이용한 정보과학사회의 년간의 연구와 여러 유형의 자동30
화된 도서관 목록들 사이의 상호 호환성을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도서관Z39.50
사회의 아주 최근의 개발을 말한다 대중적인 웨이즈 사이트들은 검색. (WAIS)
가능한 정보 자원의 목록들과 주로 검색 단어 출현에 기초를 두고 순위를 매긴,
파일의 리스트에 의한 특수한 정보 자원을 통한 검색을 제공한다.

년에는 에서 최초의 일반적인 웹 라인 모드의 브라우저가 공개되었1991 CERN
다 윈도우 와 맥킨토쉬 그래픽 브라우저는 년에 출시. (Windows) (Macintosh) 1993
되었고 계속적으로 빠른 웹의 성장에 대해서는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Calliau,

전세계 서버에 있는 웹 정보원의 실제 숫자에 대해서는 의견1995; Gray, 1996).
의 일치가 적으나 웹이 선풍적이라는 말에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서버의 숫자가.
몇 안되고 마크업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던 초기에는 정보원 탐색은 월드 와

이드 웹 가상도서관 을 구성하는 페이지로 링(World Wide Web Virtual Library)
크된 알파베트의 주제 리스트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시작되었다CERN .

정보원의 숫자가 증가한 년 지금 우리가 검색엔진으로 알고 있는 서HTTP 1994
비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대학원생 교수 시스템 직원 웹 담. , , ,
당자들에 의한 연구 혹은 오락 프로젝트로서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업무가.
한정된 인력과 기술정보원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중도에 포기하였다 광고와 자.
본 투자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거나 연구지원을 받은 기관들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었다 년까지 검색엔진은 상업 잡지 그 다음 경영과 매일 신문. 1996 ,
그리고 네트워크 텔레비젼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차별화되는 검색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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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검색엔진 디렉토리 메타 엔진 주제별 서비스 개인용- , , ,
데스크탑 검색 에이젼트 그리고 푸쉬 서비스 웹과 같이 검색 서비스의 세계, " " . ,
는 이제 복잡하고 풍요롭고 변하기 쉬우며 종종 실망스럽기도 하다.

현재 문헌- " " -

웹 검색엔진에 대한 문헌의 양은 이미 아주 광범위하다 정보와 금융산업의.
인쇄물과 전자 트레이드 문헌은 검색 서비스를 관리하고 자본을 대는 경영적인

측면에 대한 상품 소개와 토론을 대서 특필한다 검색엔진 가이드 특징표 실용. , ,
적인 조언들이 전문저널에 실리거나 도서관 검색서비스 회사 그리고 검색에 관, ,
심 있는 개인들에 의해 웹에 올려진다 컴퓨터 과학 엔지니어링 문헌정보학 그. , ,
리고 관련된 분야의 저널과 학회 프로시딩은 네트워크된 정보검색의 새로운 과

제에 관해 수행 비교와 연구 보고서를 다룬다 는 검색서비. Traugott Koch(1977)
스 비교 검색과 인터넷 색인에 관한 인쇄본과 전자적 소스에 관한 방대한 서지,
를 관리한다 계속적으로 와 같은 갱신된 사이트들이 에 의해. Search Insider LEO
관리된다. Librarians and Educators Online(1997), Danny Sullivan's(1997)

그리고 는 웹Search Engine Watch, ZDNet's(1997) Whole Web Catalog/Search
검색 서비스에 관한 인쇄본과 전자 소스의 링크 자료들뿐만 아니라 원본을 갖고

있다 가장 최근에 그리고 는 검색엔진 배후의 기술. Maze, Moxley, Smith(1997)
을 설명하는 교재를 출판하였고 개의 가장 대중적인 엔진을 중심으로 상세하게7
설명하였다.

검색 서비스의 유형

두가지 유형의 기본 검색엔진이 있다 주제별 분류표로 가 가장 잘 알려. Yahoo
진 예이며 훨씬 더 일반적인 질의 기반 엔진이 있다 예는, ( AltaVista, HotBot,

등 이들 둘 다 어떤 형태의 웹 페이지 그리고 종종 다른 정보원 의 정Excite, ). ( )
보표현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주제별 분류표는 체계적으로.
정열된 주제 그룹과 상당히 복잡한 계층적인 정보원 링크의 배열을 보여준다.
질의 기반 엔진은 이용자 입력 테스트 표현에 기초를 둔 검색 알고리즘을 작동

한다 주제별 분류표는 때때로 주제 그룹과 정보원 제목의 질의 기반 검색을 제.
공하며 질의 기반 서비스도 여기 저기 살필 수 있는 주제 그룹을 제공하지만, ,
일반적으로 검색엔진은 원래 두 종류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웹 이용자들과 연구자들은 특히 사서들과 다른 정보 전문가들 그들이 누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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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 일반적인 검색 서비스와 많은 특화된 서비스의 확장에 대처하기 위한 보,
조 도구의 개발에 놀라지 않는다 이러한 보조 도구는 디렉토리와 메타엔진이다. .
디렉토리는 검색엔진의 리스트이며 주로 유용한 카테고리로 조직화된다 즉 인명(
검색 기관 검색 기타 등 어떤 디렉토리들은 단순히 링크를 제공하고 많은 것, , ).
들은 입력 상자를 제공하여 질의는 바로 선택된 엔진으로 보내질 수 있으며 어,
떤 것들은 범위와 검색 특징에 관한 상세한 해제를 제공한다 가 그 예(Eureka
다 메타엔진은 때로는 이용자가 선택한 하나 이상의 검색엔진에 질의를 보낸).
다 혹은 개 만큼 결과는 통합되기도 하며 중복된 것들은 제외되거나 예를(20 30 ). (
들면 최초의 메타엔진인 혹은 개별적인 엔진으로부터 분류된 리MetaCrawler)
스트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는 별개의 형태에서 개별적인 엔( , SuperSeek
진의 결과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메타엔진들은 웹에 있는 사이트들이며 한편). ,

나 와 같은 개인적인 검QuarterDeck's Web-Compass FerretSoft's WebFerret
색 에이전트들은 데스크탑의 예이다.

검색 서비스 내용

정보표현을 색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기 위하여 주로 웹 페이지를 검색

서비스에 제출한다 이 과정을 용이하게 한 웹 사이트들도 있고 대부분의 검색.
서비스들은 그들의 홈페이지에 당신의 을 제출하시오라는 절차를 제공한' URL '
다 또한 대부분의 검색 서비스들은 링크 경로를 따라가면서 새롭거나 변화된. ,
정보원을 찾으며 과 네트의 정보표현 데이터를 검색하는 에이전트나 로봇, URL
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얻는다 한 예로. , AltaVista
의 웹 스파이더인 스쿠터 는 대략 하루에 백만 웹 페이지로부터 데이' (Scooter)' 6
터를 수집한다 데이터베이스가 새롭거나 변화된 정보로 갱신되는 주기는 다양.
하다 의 주간 보고서는 몇 개의 유명한 검색엔진들의 상대적인 범. Melee(1997)
위를 흥미롭게 살펴보고 있다 의 페이지는 개의 검색엔진들이. Sullivan(1997) 7 2
개의 사이트들과 만나게 되는 빈도를 도표로 보여준 검색엔진을 포함하고'EKG'
있다.
에이전트들은 상당하게 변화하거나 많은 다른 페이지들과 링크되어 있는 사이

트들을 빈번하게 재검사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그들은 많은 다른 페이지에 의. ,
하여 참조되지 않는 고립된 정보원들을 강조할 수도 있다 상호 링크된 페이지.
들의 복잡한 정보원 속에서 하나의 을 검색해 낼 때 에이전트들은 표시된URL ,
정보의 전부 혹은 남아있는 페이지들을 샘플링하여 나중에 습득할 수 있도록 재

검사를 위한 사이트를 표시할 수도 있다 복잡하게 연결된 링크들을 따르게 하.
기 위한 로봇 전략은 보통 웹 사이트들이 계층적으로 또한 적어도 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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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단기 경로명은 상급 페이지를 반영해야 한다 배열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 )
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 가정은 핵심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실패할 수도 있.
다 또한 프레임 이미지 맵 자바 등의 사(Smith, Moxley, & Maze, 1997). , , CGI,
용은 몇 몇의 에이전트들이 정보를 낚아채는 과정에서 그 진행을 방해할 수' '
있다.
주제별 분류표 서비스들은 제출되거나 얻어진 정보를 포함하기 위하여 검토한

다 와 같이 주제 전문의 검색서비스는 내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 Law Crawer
하여 지능적인 선택 과정을 따르고 또한 적절한 정보원에 대한 발견을 제한하,
기 위하여 정형화된 에이전트를 사용한다 어떤 일반적인 내용 기반 질의 서비.
스는 선택되거나 검토된 정보원 혹은 대부분의 유명한 정보원의 하위 데이터베

이스를 설정함으로써 정보 자원의 크기를 줄이고 있다 어떤 서비스는 소유권이.
나 아마도 유료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다 페이지를 색인하는 것 외에 많. HTML
은 질의 기반 서비스들은 유즈넷 뉴스와 고퍼 메뉴를 포함하고 어떤 것은,

파일 같이 폭넓고 다양한 포맷을 수집하고 색인한ASCII, VRML, SGML, PDF
다.
정보원에서 색인된 요소들의 로스터들은 서비스마다 다양하다 어떤 서비스는.
매 페이지마다 각 단어를 색인하고 태그의 텍스트 그리고 요, URL(IMG), ALT
약 텍스트를 포함하기도 한다 위치가 표시된 마크업 태그 정보는 검색이나 순.
위가 부여된 효율성 증진을 위해 색인된 텍스트와 함께 저장되기도 한다 다른.
서비스들은 자주 나타나는 단어나 혹은 어떤 마크업 태그 안에 나타나는 단어,
들 혹은 처음 몇 개의 단어나 파일의 몇 줄을 색인한다 불용어는 적용, , HTML .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적용되더라도 웹 인터넷 등과 같이 아, , HTML
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들만을 포함한다 정보표현은 키워드 카테고리 단어. , ,
심지어 드물게 나타나지만 개요 요약의 지능적인 추가에 의하여 드물게 강화될( ) ,
수도 있다 이들 모두는 검색에 공헌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인간의 중재를 요구. ,
할 때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검색 기능

전형적인 검색식을 기본으로 하는 검색엔진의 초기 화면은 입력 상자와 질의

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하지만 자동적인 어간. , ,
대소문자 구별 불규칙한 복수형과 대체 형태 이나 과 같은 경우 와의, (jail gaol )
매칭 검색필드 불용어 등에 관한 기본값들은 대체로 명확하지 않으며 심지어, , ,
알고자 하는 탐색자에게 까지도 그렇다 대부분의 검색엔진은 세련된 검색 명령.
어의 완전한 배열을 제공하지만 초보자 익숙하지 못한 이용자 는 보통 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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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용 파일이나 단지 효력있는 혹은 고급 검색을 가' '('power') ' '('advanced')
장하여 이러한 기능들로 부터 보호되어진다.
일반적인 고급 기능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비록 그들이 드물게 사용한다고 가(
정할 수 있을 지라도).

․ 연산자 검색 어떤 경우는 작은 괄호로 나타내기도 함( );

․ 불용어의 내역;

․ 절단 후방이나 중간 또는 반대로 자동적인 어미생성 금지( )

는 전방 절단을 허용하면서 문자열을 검색하는 드문 엔진중의 하나이(Excite

다);

․ 정확한 구문 일치;

․ 인접연산 검색 상용 온라인 검색에서 나타날 만큼 고급스런 검색이 가능하다( );

․ 필드제한 검색 타이틀 텍스트 메타 텍스트 표제 텍스트 링크 기타 등을 확( , , , ,

인하는 마크업 태그에 기초를 둔);

․ 대소문자 구별;

․ 날짜 영역 언어 또는 파일 타입 파일 확장명에 바탕을 둔 에 의한 제한, , , ( ) ;

검색 결과

검색 결과는 주로 같은 사이트로부터 페이지를 지적하는 유용함 이나 날URL( )
짜에 의하여 리스트에서 엄선된 사이트들만 대상으로 분류하는 옵션과 함께 적

합성 순위를 매기지만 검색엔진에 대한 경험에 의하면 종종 이것을 믿기가 어,
렵다 소유권 측면에서 순위 부여를 위한 수단은 거의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는.
다 적어도 문헌에서 검색어의 빈도가 고려되며 계산은 문서 길이의 표준을 포. ,
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능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

․ 문서에서 두 개의 질의어에 대한 인접연산;

․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어의 빈도;

․ 문서에서의 단어 위치 가중치가 높은 것일수록 타이틀이나 메타 텍스트에서(

나타나거나 문서의 초기에 나타난다);

․ 문서의 인기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다른 문서가 그 문서에 링크된 빈도( );

․ 문서가 검색 서비스가 제공하는 리뷰 내용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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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스팸 메타 태그나 다른 곳에 높은 순위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반복되(
는 용어를 끼워 넣음 은 몇몇 검색엔진에 의하여 불리하게 된다 어떤 검색엔진) .
은 이용자에게 한 예로 매치 강도를 말하거나 일치하는 단어의 수 기타 등을, , ,
일일이 말해주면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자바 기반의 새로운 는. Lycos Pro
미끄럼 막대 로 중요한 정도를 지시하는데 다음과 같다 모든 질의어(slide bars) :
의 존재 데이터베이스의 질의어의 빈도 그리고 타이틀의 앞부분의 질의어의 등, ,
장과 초기 텍스트의 앞부분과 서로 인접함 그리고 정확한 순서 의 고, . AltaVista
급검색을 이용하여 탐색자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고려하는 우선 순위의 단어를

입력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검색엔진은 디폴드 형태에서 타이틀 약간의 텍스트 그리고 개, 69,010
중에 개의 검색 결과를 기분 좋은 메시지와 함께 보여주며 한 번에 개1 10 10∼

정도의 결과를 제시한다 페이지 당 검색 건수와 그 형태 모두는 보통 변화시킬.
수 있다 형태 제시 짧게 중간 그리고 길게 라는 다양성을 갖고 는 다음과 같. ( , , )
다:

․ 제목;

․ 적합성 점수 다양한 범주로 표현되는( );

․ 요약 요약은 초록이나 표제 태그로 부터 추출되어 생성되는 윤곽 고 빈도 단( ,

어 최고 빈도 단어 또한 어떤 자동적인 결과로 구성되는 정보표현, , );

․ 바이츠로 된 파일 크기;

․ 파일 날짜;

․ 데이터베이스 항목 날짜;

․ URL;

․ 언어;

․ 카테고리 범주 검색 서비스가 주제 분류된 배열을 포함한다면( );

․ 정보원에 나타난 검색 단어.

부가적인 요소들을 출력 결과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와 몇몇의 다른 서. Excite
비스들은 동일한 적합성 문서로부터 검색식을 다시 검색할 수 있도록 고빈도 단

어를 사용하는 적합성 피드백 옵션 이것과 더 비슷한 을 제(" "("more like this"))
공한다 의 긴 포맷은 정보원에 있는 얼마간의 외부 링크들도 포함한다. Lycos .

는 중복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때 그것을 동일시하고 탐색결과HotBot
리스트에서 그들을 대체시켜 표현한다 는 주문된 카테고리를 다시 만. InfoSeek
들거나 질의어에 바탕을 둔 사이트 리스트를 전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장, .
치들은 탐색자가 그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아직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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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색엔진환경에서는 질의 결과는 가끔은 정확하지 못한 순서로 나타나 탐색

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수행 평가

검색 서비스간의 비교는 많이 있으며 대부분의 비교는 대체로 기능 도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비교는 나름대로 유용하지만 너무 빨리 시대에 뒤지고 검색. , ,
수행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를 위한. The Matrix Matt

의 기능 도표는 그가 각각의 검색엔진을 각각의 기능에 점수화한 것Slot(1996)
이며 대부분의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 정보산업 웹 사이트와 무역출판물은 비록. ,
대부분의 경우에 수행과 평가 방법들이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수행 순위들을 발표한다 은 연간물인 검색엔진 공개. ZDNet ' ' ('search engine

를 간행하였고 다른 순위들을 발표한다showdown') (Lake,1997), (Randall, 1997).
공개 실험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공인들이며 질의들은 복잡하나 이것은- , ,
정보검색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구들은 아니다 와. Internet World PC

에서는 유사한 랩 실험 순위 부여 그리고 기능 도표를 싣고 있다World , , (Haskin,
1997; Overton, 1996; Scoville, 1996; Venditto, 1996).
정보전문가에 의한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색엔진 비교는 더 깊이 전

개되었다 은 알려진 검색을 기초로 하여. Courtois, Baer, and Stark(1995) URL
개의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은 상호 생산품 메디컬 데이터 해7 . Feldman(1997) , , ,
외 정보 기술 보고서 그리고 현황정보에 대하여 실제이용자 질문을 이용하여, , 7
개의 검색엔진의 정확률을 실험하였다 첫 개의 검색 결과 중에서 텍스트와. 10
링크의 적합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은 개의 검색엔진을 세 번. Peterson(1997) 8
에 걸쳐 반복하여 두 질의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은 개의 검색엔. Kimmel(1996) 9
진으로 대부분 커버리지를 조사하고 그 기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간단한 검색을

실행하였다 는 다른 형태의 질의 단순 키워드 복수 키워드 구문. Westera(1997) ( , , ,
연산자 그리고 고유명사 를 사용했고 한번에 개월의 간격을 두고 그 검색실험, ) 6
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비교 타입의 최고 예시중의 하나인. Zorn, Emanoil,

의 실험은 고급 기능 색인 깊이 그리고 도움말의 품Marshall, and Panek(1996) , ,
질을 비교 설명하기 위하여 개의 검색 엔진에 세가지 복잡한 연산자 검색을 사4
용하였다 적은 수의 질의와 다른 설계 요인이 신뢰성의 통계분석을 배제시킨다.
할지라도 검색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은 계몽적이다.

와 은 그리고 를 평가하는데 참고Chu Rosenthal(1996) AltaVista, Lycos, Excite ,
질문으로부터 개의 질의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엔진에 유효한 명령어 기능10 ,
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엔진으로부터 처음 개의 결과에 대한 적합성 판정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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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률 계산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메타엔진 개발에 관련해서 와. Gauch
은 처음 개 결과에서 정확률 뿐만 아니라 순위의 정확성을 고려하Wing(1996) 10

면서 개 질문을 토대로 개 검색엔진을 위한 신뢰성 요인을 계산했다25 6 .
과 의 연구는 대학교수가 제출한 주제로부터 모은 개에서 개Schlichting Nilsen 4 6

의 키워드를 사용한 검색에 기초를 두고 그리고AltaVista, Excite, Infoseek,
를 평가하였다 처음 개 결과는 통합되고 유용한 자료를 위해 개 포인Lycos . 10 7

트 척도를 사용하여 피실험자에 의해 점수화하였다 이것은 적합성 평가를 연구(
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한 몇 안되는 연구들 중의 하나이다 검색엔진 등급은).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검색결과뿐만 아니라 실패한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까지

통합한다 과 는 정확률 중복 링크 확인 그리고 중복 정. Ding Machionini(1996) , , ,
도를 가지고 그리고 를 비교하였다 개의 복잡한Infoseek, Lycos, Open Text . 5
질의가 각각의 엔진에 돌려졌고 적합성 판정은 개 포인트 척도를 이용하여 처, 6
음 개 결과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와 의 연구20 . Tomaiuolo Packer (1996a, 1996b)
는 절대적인 척도로 유명하다 대학생을 이용해 참고봉사 데스크로부터 수집-
하고 그리고 로 검색한 개 주제, AltaVista, Infoseek, Lycos, Magellan, Point 200
에 대한 높은 정확률 검색이다 정확률은 이용자가 한 적합성 평가가 아니고 연.
구자에 의한 처음 개 결과에 대하여 계산하였다10 .

과 는 대부분의 검색엔진 수행 평가에서 편견과 통계Leighton Srivastava(1997)
학적인 신뢰성의 결여를 표현하고 그리고AltaVista, Excite, HotBot, Infoseek,

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대부분이Lycos .
참고봉사 데스크 질문인 개 질의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텍스트로서 입15
력되었다 각각의 질의가 같은 날 모든 엔진에 돌려졌고 처음 개 결과가 통합. 20
되고 모르게 섞이었다 검색엔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거되었다 결과에 있( ).
어 유력한 링크는 단계 척도 하에 적합성 점수를 매겼다 결과는 상세한 설명4 .
과 함께 제시되고 리스트의 항목 위치에 가중치를 두면서 결과가 개 보다 적, , 20
을 때는 조정하고 중복은 없애면서 적합성 척도 실패의 영향을 조사 분석한다, , .

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의 부재를 언급하고 무엇을 측정하고 어떻게Su(1997) ,
측정하는가에 대한 선택에서 연구자들 간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그러한,
대부분의 연구가 최종 이용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비탄해 하지만 수행 평가에,
대한 문헌은 증가하고 있다 조사들은 정확률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재현.
율은 웹 환경에서 다소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수천의 순위가 매.
겨진 항목의 순서인 검색결과에서 진정한 정확률 또한 알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높은 순위의 리스트만 적합성 평가를 하면서 실용적인 첫 개 혹은10
첫 개를 택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보다는 연구자가 적합성 판정을 한다20 .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표본을 토대로 기능 비교와 효율성에 대한 개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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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석보다는 시도해야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거의 모든 평가 문헌들의 목적은 가장 좋은 엔진을 결정하는 것이다 결과들.
은 주로 최고로 좋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엔진들의 수행 능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엔진들은 다른 검색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다 여하튼간에 검색엔진들은 새로운 기능을 너무 자주 소개하여 많은 관찰들이.
출판되었을 때는 이미 쓸모없는 내용이 된다 와 은 그들. Barry Richardson(1996)
의 검색 서비스와 평가의 특출한 요약에서 개의 다른 연구로부터 끌어낸 결론11
의 축약을 표로 만들었다 이것의 일반적인 요점은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최-
고라고 할 수 없으며 심사숙고한 탐색자는 정규적으로 하나 이상의 엔진을 사용

한다는 것이다.

미래

사람들은 현재의 검색엔진들이 초보적인 형태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인터넷"
의 효율적인 정보 접근의 첫 관문 이라고 한 의 의견에 동의"(1997, p.20) Berghel
해야만 한다 은 이러한 결점은 검색엔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겨보다. Berghel
는 더 많은 밀로서 특징되는 검색엔진이 색인하는 정보원의 성격에 있다고 이어

서 말한다 그는 네트워크화된 정보 발견의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검색엔진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 첫 사람은 아니다 의. Berghel
대안은 정보 대행자 주문형 정보 부가 가치적인 정보원 기술과 접근에 관련된, ,
브랜드의 정보 생산자 푸쉬 서비스를 포함한다 은 결국 문서들이, . Larsen(1997)
일반적으로 유사하고 잘 구성된 세계로부터 발전된 검색엔진을 개조함으로써 많

은 성취가 있음에 동의한다 증가한 문서들과 정보의 조밀도는 전통적인 검색: "
기술이 제공하는 판별력을 무력하게 한다 검색도구의 확대된 복잡성으로 질의…

에 두 단어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웹 이용자를 절실하게 돕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이용자가 완벽한 해답에 목표를 맞추도록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이."
이것저것 살필 수 있는 정보공간을 분명하게 하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우리의 관

심을 돌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의 는 검색엔진과. General Magic Jim White(1996)
상호 작용하는 일을 이어 받을 에이전트를 상상하고 개발하기를 희망한다.

나는 이렇게 강력한 색인기계를 직접 사용하여 검색해야만 하지 않는다 나는…

간접적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싶다 나는 나의 에이전트가 그들을 직접 사용하고 나.

는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하며 방해받지 않고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결과를 보고 싶,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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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인터넷의 개인화된 관점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우리는 각자의 브라우저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왜 같은 경험 같은 견해를, ,

갖는가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 대한 비개성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나는 내가? .…

관심 갖는 인터넷의 일 퍼센트에 주목하는 개인적인 관점을 원한다.

이용자를 위한 도구상자 진정한 지능형 에이전트 인터넷의 주문된 개인적인, ,
관점 자동화된 디지털 사서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필요하다 많은 연구의 개, - .
발과 산업 전선은 이러한 방향을 제시한다 초보적인 에이전트와 푸쉬 서비스들.
은 여러 해 동안 이용되었고 필터링과 규칙 기반의 정보원 발견에 관해 알게되

었다 거대한 문서 공간을 시각화한 조사는 검색엔진 결과나(Hermans, 1997).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활용 예는 회- 34

의 온라인 초록에서Annual Clinic on Library Application of Data Processing
볼 수 있다(Visualizing subject access, 1997). The annual Text Retrieval

는 질의 처리와 순위의 기초를 준비하면서 자연어 처리와Conferences(TRECs) ,
통계적 검색에 관한 계속적 연구를 격려했다(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자동화된 음성과 그림 색인 동화상을 포함 은 검색엔and Tech nology, 1997). ( )
진 정보원을 확장할 수 있고 미디어 표현의 질을 높인다 이러한 연, (Stix, 1997).
구 분야의 활용은 이미 디지털 도서관과 인트라넷에서 개발된 검색 도구에서 보

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내용 기반 검색엔진들은 같은 방향으로 조금 진.
보하고 있다.

개인화

특수한 이용자 대학생 성인 등 특수한 주제 분야 혹은 정보 유형 엘로 페이( , ), (
지 데이터와 같은 을 목표로 서비스들이 이미 나와있다 상품 판매의 획기적인) .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는 정보원 선택 평가 기술 비용의 지불에 의해 결, ,
정된다 적어도 제한되고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는 압도적인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알려진 이용자 그룹의 정보 요구는 예측하기 더 쉬울 수 있고. ,
어떤 경우에는 자료가 더 잘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질의 형식에서 더, .
풍부한 변수 템프릿팅과 브라우징을 위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안정된 분류체계

를 지원한다 일반 내용 기반의 검색엔진도 이용자에게 주문과 윤곽을 제공할.
수 있다 과 에서 이용자는 예를 들어 데이터 도메인 언어 검. HotBot AltaVista , , , ,
색결과 형태 미디어 종류 등과 같은 검색 선택권을 저장하고 재장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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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심분야와 인구 통계적 데이터를 기초로 개개인을 위한 개인적인 채Excite "
널 을 개발할 것이다 이 개인적인 채널이 일단 구축되면 사이(channel)" . , Excite
트의 개인적인 채널은 주문된 정보와 웹 링크를 디스플레이 한다.
또 다른 매우 기본적인 개인적 서비스 의 측면은 이용자가 방금 시도한 검, , " "
색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검색전략을 수정하는 기능은 상업적인 온라인 검.
색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단 그것을 놓치면 국적 없는 웹 검색의 세

계로 이동한다 많은 대중적인 검색엔진은 개선된 검색결과를 위한 방법을 제안.
하는 페이지로의 링크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 파일은 특정 질의에 대.
해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다 최근에 여러 개의 검색엔진은. ,
검색 수정을 위해 검색 세트를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는 검색결. Infoseek
과가 한 번 제시된 다음 이 결과를 검색하시오 라는 옵" "("search these results")
션을 제공하며 첫 번째 단어를 포함하는 항목에서 두 번째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관 명령어 예를 들어 도 제공한다 이것들 중(pipe command)( cats food) .｜

어느 것도 순위에 영향을 받는 관 명령어에서 검색조건을 나타낼지라도 연산자( )
기능 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관 검색식에서 단어의 순위가 바뀌는 것AND (

은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쪽도 세트를 조종할 수 있을 만큼 모두 동일).
하지는 않다 여전히 특정한 유형의 탐색자는 아마도 이러한 종류의 기능을 필. ,
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요약

는 검색엔진의 원리에 대하여 회사의White Andrews(1996) Verity Nick
의 말을 부연 설명한다Lethaby .

이용자는 검색엔진과 몇 개의 단어들을 입력함으로써 검색 결과를 얻는 것 이상

으로 더 많은 상호작용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한 번에 각 문서를 체크할 것 없이.

필요한 문서의 일반적인 세트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검색엔진 생산자가 만들도록 부담을 준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한 방법은 결과를 요약하여 적어도 이용자가 세부적

인 조사를 위해서 좀 더 작은 세트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Inference
는 결과를 카테고리 안에서 정리하기 위하여 도메인명과 제목명을 결합하여Find

사용한다 먼저 기술했듯이 몇 개의 검색엔진들은 결과를 사이트 예를 들어. , (
별로 분류하나 는 의미 있는 카테고리 라벨을 제공하는 부URL) , Inference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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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단계를 진행한다 중복을 줄이는 다른 방법은 데이터 세트의 크기를 줄.
이는 것이다 와 둘 다 웹 페이지의 주제 분류 정보 자원에서 특. Yahoo Infoseek
별한 카테고리에 제한된 질의 검색을 제공한다 는 검색 결과를. Northern Light
유용한 폴더로 나누는 자동화되고 지능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질의 확장

소수의 검색엔진들이 요즈음 질의 확장 도구를 추가하고 있다 현재 대중적이.
며 가장 정교한 것 중 하나는 에 의해 개발된Francois Bourdoncle AltaVista's

이다 그림 검색 결과는 리스트나 그래프로 다듬어질 수 있다 이 리스Refine ( 3). .
트는 적합성에 의해 순위가 매겨지고 검색된 항목에서 자주 나타나는 추가적인

검색 주제 라벨에 키워드가 이어지며 를 보여 주는데 이 그래프는 관련된 강도( )
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의 팝업 리스트와 함께 관련된 클러스터 안에서

같은 주제를 보여준다 토픽 혹은 그래프의 경우에서는 토픽의 키워드 은 재실행. ( )
검색에 추가되기 위해서 선택될 수 있다 의 디폴트. Infohiway's Surf-N-Search
레코드는 정보원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인 퍼지 링크 를 포함한다" " .

는 질의어에 강하게 통계적으로 관련된 단어를 추가함으로서 자동적으로Exite ,
검색을 확장하며 는 질의 결과를 좁히기 위하여 추가 단어를 제, Search Wizard
안한다.

범위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을 증가시키고 마크업 표준을 개발한 새로운 포맷들은

정보원 발견 에이전트에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다 미디어의(Andrews, 1997).
접근을 통합한 이러한 검색서비스 생산자는 우선 문맥상의 자료들로부터 발췌된

문서와 파일 이름 확장에 기반을 두고 실행한다 검색은 예를 들면 특별. HotBot ,
한 미디어 형태 이미지 쇼크웨이브 자바스크립트 자바 오디오( , , , , , Acrobat,

비디오와 에 제한을 둔다 의 필드 검색 부VBScript, ActiveX, VRML) . AltaVista
호들는 이미지 와 애플릿 을 포함한다 의 특별한 그림과 소리검" " " (applet)" . Lycos
색 기능은 파일 이름과 텍스트에 기반하여 나타난다 의ALT . Infoseek

또한 개념적 문서 검색을 하지만 결과는 아주 간결하게 출력되고 브Imageseek
라우저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잘 제공된다 이미지 내용을 색인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비디오를 요약하는 향상된 기술은 검색엔진의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확장된 접근으로 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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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데이터

적은 것이 더 낫다 는 논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통제된 주제분석을 통해서 웹" "
정보원을 색인하는 시도이며 전통적인 표제어 도구는 미래의 일반적인 정보원,
발견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특수한 메타 데이터 콜렉션에

귀착되었다 이것의 좋은 예는 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Lynch, 1997). UK eLib
전자 도서관 프로그램 의 일부인 네트워크 자료 프로젝트 검색에서 발견( , 1997) ,
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게이트웨이가 다른 주제 분야 예술과 건축 경영. , ( ,
교육 공학 의학정보 사회과학 기타 등 에서 개발되었다 각각의 게이트웨이는, , , , ) .
검색과 브라우징의 촉진을 위하여 높은 질의 네트워크 정보원을 선택하고 기술

적인 정보 키워드 특별한 시소러스 그리고 분류 표기를 포함 를 포함하는 메타( , )
데이타 레코드를 제작한다 대부분의 게이트웨이는 표준적인 프레임웍과 소프트.
웨어 도구 세트를 제공하는 ROADS(Resource Organization And Discovery in

를 이용해 설치된다 이용자들은 게이트웨이마다 어느Subject-based services) .
정도 일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질의 검색과 브라우징 모두를 위한 효과적인

발견 도구를 제공받는다.
웹 정보원에 주제 분류 알파벳 주제색인 그리고 전거 통제를 추가한 많은 가,
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간략한 서술과 링크들이-

과 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많은 것들은 특정한 독자McKiernan(1997) Schwartz .
층인 대학사회와 공공도서관 이용자 등을 위해 설계되었다 어떤 것들은 더욱, .
일반적인 범주에 있다 는 그와 같은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네트. OCLC :
워크 정보원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인 와 인터넷 개체들에 대한 목록 도NetFirst
구를 적용한 국제적인 연합 실험의 산물인 이라고 불리는InterCat. INFOMINE
켈리포니아 대학의 학술 정보원의 메타 데이터 레코드는 키워드 주제명 표목, ,
해제를 포함한다 증가하는 정보 제공자들은 정보원 표현을 위하여 더블린코어.
와 다른 최근에 생겨난 다른 메타 데이타 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서관협회와(
기구의 국제적인 연합 미국과 다른 곳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디지털도서, 1997),
관 프로젝트들은 거대한 학술 자료에 널리 접근할 수 있는 주문된 검색도구를

전개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 개선된 표현 잘 개발된 검색과 브라- ,
우징 도구 선택 단계에서 질 높은 통제 그리고 더 나은 정확률과 재현율을 보, ,
이는 결과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인건비가 높아서 일반적인 내용 기반의 검색엔.
진을 위한 모델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 내용은 물론 지역 주제 또는 독자층에. , ,
의해 전문화되나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입력되는 질의의 몇 퍼센트는 더욱 적고,
쉽게 항해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서비스되는 것이 더 낫다 유감스럽게도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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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의 이목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와 같은Yahoo, AltaVista, HotBot
동종의 것도 아니다 게다가 검색엔진 에이전트는 결과가 질문의 응답 중에 만. ,
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메타 데이타 내용을 검색하지 않는다 웹 기반.

레코드와 더불어 이 메타 데이터 내용과 자관 검색에 의해서 데이터베이OPAC
스로부터 끌어내 로 변환된 다른 데이터들은 웹의 모든 것을 색인해야HTML
된다는 것은 왜 일반 내용 기반 검색엔진에 의한 엄청난 과장의 예들이다 그러.
나 네트워크된 발견은 분배된 모델쪽으로 이동될 수 있는 듯하며 몇 가지 드라, ,
마틱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는 인터넷에서 웹사이트의 검색을 실행. Infoseek
하기 위하여 진기한 기술 에서 특허를 받았다 이것" " (Infosee Corporation, 1997).
은 출력물을 다른 검색엔진으로부터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 통

합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 가 그런 예이다 검색 이슈는 특수한 질문(DIALOG ).
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검색엔진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더욱 작고 전문화, ,
되고 개선된 정보 자원이 작동할 수 있는 곳이다, .

결론

우리는 정보검색 역사에서 흥미로운 순간에 있다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주 복잡한 검색과 순위를 매기는 알고리즘을 상당히 오랜 실시간 동안에 처리

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가능하다 매우 거대한 정보 자원이 있으며 만일 이것이. ,
어느 정도 이질적이라면 데이터베이스들은 검색 효과와 인터페이스 설계의 개,
선에 상업적인 관심을 갖는 기구에 의해 지배된다 동시에 정부와 개인적인 재. ,
정 지원을 받는 이니시에티브들은 통제된 세팅 하에 네트워크 발견과 검색을 개

발하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면서 학술적 연구를 디지털 도서관으로 지원한다.
결국 네트워크화된 정보 발견은 크고 작은 쌍방향의 정보 자원으로 확장할 것,
이라는 지적이다 적어도 정보과학 분야에서는 학술적 연구의 관심과 상업적 생.
산품 개발이 아주 밀접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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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할 수도 있다10) .
별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필요 부수는 논문 표지에 붉은 색11) .
으로 표시한다.
편집상의 모든 연락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조직과로 한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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