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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국립 앙도서 은 구보존용 국가문헌의 과학 인 보존 리 책을 수립하

고자, 소장 자료의 연   자료군별 보존상태를 분석하 다. 연 별(1910년～

2007년) 자료의 물성 측정은 종이의 섬유분석, 산성화 정도(pH), 성  수분

함량을 분석하 으며, 자료군별(구동서, 조선문, KDCP 등 10군) 보존상태는 표

지와 속지의 물리․화학  훼손상태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연 별 자료의 물성 측정결과 1960년 이  자료에 심각한 산성화  건조화

가 진행되었으며, 자료군별 보존상태는 1984년 이  자료(KDCP)가 더 심각한 

1) 국립 앙도서  자료보존실 자료보존담당 (kuibok@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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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장자료의 연 별, 자료군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처리 우선순 선정, 

서고의 보존환경 개선, 산성지 책, 보존상자의 제작 등 향후 보존 책을 수

립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 보존 리, 훼손상태, 물성변화, 산성화, 보존 책

< Abstract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examined the condition the collection by 

period and type to establish preservation plan.

For the examination of periodical(year 1910-2007) physical properties, paper 

fiber, pH, viscosity, and moisture content of the paper were analyzed. And 

the condition of the various collections were examined by physical and 

chemical damage of cover and text-block. 

As the result of the periodical examination, materials before 1960's showed 

severe acidification and dryness. The condition of collections were, the 

materials before year 1984 showed more damages than others.

Based on the examination results of periodical and collection types, it will 

be used as basic resources to establish preservation scheme which include 

conservation priority, improvement of stack environment, acidification 

measure, proper housing.

Key words : preservation management, damages, physical properties, 

acidification, preserv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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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립 앙도서 은 1923년 11월 30일 조선총독부도서 으로 발족한 이래 올해

로 85년을 맞이하 다. 그 당시 국내 도서 계의 황을 살펴보면 경성부립도

서  등 국에 공공, 사립 등 23개 이 있었으며, 체 장서량은 화한서(和漢

書) 96,398권, 양서(洋書) 2,325권을 소장하고 있었다.2) 2007년 재 국의 도

서 은 11,754개 이며 체 장서량은 약 26천만권이다.3)

우리나라 도서   장서량의 질 , 수 인 증가량에서 보면 속한 발 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보존상태와 열화(劣化) 진행과정에서 볼 때 

1945년 해방이후 경제  어려움과 쟁 그리고 1960년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

료의 재질  바탕이 되는 종이의  품질과 산성용지이라는 문제 이 오늘날 

시한폭탄처럼 서서히 자료를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의 보고’라는 국립 앙도서 은 소장자료의 보존상태를 검사하고 그에 따

른 장기  계획이나 방  책 수립은 필수  과제이다. 그러나 방 한 자료의 

양, 다양한 훼손사례, 산, 인력 등 각종 문제 들이 자료의 보존상태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도서 들의 장서에 

한 보존상태를 주기 으로 검사하기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시한폭탄과 같은 과거의 자료들이 2000년 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열

화  훼손 상으로 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에 소장 자료의 과학 인 

보존 리와 훼손 방차원의 책을 수립하기 해 지난 10개월간 표본추출법

으로 연 별 물성변화  자료군별 훼손상태를 조사 분석하게 되었다.

2. 소장 자료의 연대별 물성변화 측정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된 종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 과 제지산업의 시

별 특징을 갖고 있다. 종이 원료의 품질이 펄 에서 고 펄 로 환되면

서, 종이 종류도 질지, 신문지, 상질지, 백상지, 고  아트지 등으로 바 었다.

2) 국립 앙도서 . 1973. 국립 앙도서 사. 

3) 한국도서 회. 2003. 한국도서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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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은 소장된 자료의 종이 상태를 연 별로 물성의 변화와 훼손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연 별 샘  북을 만들고 자료의 보존수명을 측할 수 있는 

기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1 연대별 조사대상 선별

소장 자료를 1910년 부터 2000년 까지 10년 단 로 10군의 자료를 선별했

으며, 각 시 별 사용된 종이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 한 인쇄용지를 

사용한 도서류를 선별하 다. 코 용지나 한지에 인쇄된 도서류는 제외 했다.

연 별 샘  분류  수량은 1910년 부터 2000년 까지 10년 단 로 10군 3

권씩 30권을 선별하 고 그 내용은 <표 1>에 나타나있다. 연 별 샘  선별이 

실험의 오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종이의 평량, 두께, 도 등 물리  특성을 

측정하여 연 별로 유사한 조건의 샘 을 선별하 다.

<표 1> 연 별 조사 상

연 서    명 발행년도 발행국
두께

(mm)

무게

(g)

평량

(g/m2)

도

(g/cm3)

1910s TREASURE ISLAND 1911 미국 0.099 1.713 93.8 0.95 

1920s 曆 の 誥 1922 일본 0.128 3.427 120.4 0.94 

1930s 東洋論理槪論 1935 일본 0.111 2.349 68.9 0.62 

1940s 基本 と 應用割烹敎科書 1942 일본 0.108 1.633 72.8 0.68 

1950s 헤겔哲學과 辯證法 1957 한국 0.114 0.812 22.4 0.20 

1960s 世界의 人間像 3 1962 한국 0.098 1.698 76.3 0.78 

1970s 빛과 바람의 만남 1976 한국 0.121 2.718 96.8 0.80 

1980s 문학과 사회 1986 한국 0.113 2.146 111.6 0.99 

1990s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1997 한국 0.095 2.039 64.7 0.68 

2000s 春季學術發表 論文集 2007 한국 0.109 3.816 117.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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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성측정 항목 및 방법

연 별 물선측정 항목은 종이의 섬유분석을 한 자 미경(SEM) 사진촬

, 산성도(pH)측정, 성, 종이내 수분변화를 측정하 다.

측정 방법은 연 별 3권씩 선별된 자료에서 체 페이지에서 처음, 간, 마

지막 3곳의 자 미경 사진촬 , 산성도, 수분함량을 측정했다. 산성화 정도, 

수분함량은 측정값의 산술 평균값으로 환산하 다.

3. 자료군별 훼손상태 분석

3.1 자료군별 조사대상선별

자료군별 조사 상은 자료보존  서고에 소장된 구보존용 자료를 상으로 

10개 군으로 구분하여, 표본추출방식방법(Random Sampling방법4))을 용하 다.

표본추출비율  상량은 체 자료군 장서량 1,256,849권의 0.3%인 3,600권

을 선별했으며, 구동서, 구양서, 조선문 등 1984년 이  수집된 자료의 경우는 

장서수량의 0.4∼0.8%로 표본추출 비율을 좀 더 높게 했다(<표2>참조).

선별된 구보존용 도서자료의 경우 문화재와 같이 상태조사를 해서 원본

을 훼손시킬 수 없으므로 간 인 방법인 비 괴 측정방식을 채용하 다. <표

3>에 도서자료의 보존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4) Drott, C.M. “Random Sampling : A Tool for Library Research”, College & Research 

Libraries. march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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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료군별 표본추출 수량  비율

자료 치 자료군 자료수량(권) 표본수량(권) 표본비율(%)

도서서고 1

구동서 113,630 664

0.6%조선문 12,359 72

구양서 11,046 64

KDCP 원본 99,581 800  0.8%

GP 원본 KDCP 30,533 104

0.3%GP 원본 자순 159,773 544

GP 원본 수입순 44,028 152

도서서고 2 KDC 자순 원본 294,595 400 0.1%

도서서고 3 KDC수입순 원본 273,648 400 0.1%

도서서고 4 고서 217,656 400 0.2%

   계 1,256,849 3,600 0.3%

3.2 조사항목 및 평가방법

도서  자료의 95%는 도서 형태의 종이 재질이다. 도서자료의 보존상태는 물리  

상태와 화학  상태로 구분하며, 물리  상태는 표지와 속지로 나 어서 조사했으며, 

화학  상태는 종이의 산성도와 변색의 원인 리그닌 함유 여부를 측정하 다.

<표 3> 도서자료 보존상태 평가 항목

구 분 조사항목 평가 등

물리  상태

표지

표지훼손 4단계 양호, 가장자리 훼손, 체, 분실

책등훼손 4단계
양호, 책머리․책바닥 부분 훼손, 

책등 떨어짐, 책등 분실

제본훼손 4단계
양호, 실제본 부분훼손, 힌지부분훼손,

커버와 속지 분리

속지

속지훼손 3단계 양호, 부분, 체

변․퇴색 3단계 양호, 가장자리, 체

부스러짐 3단계 양호, 꺾임, 꺾여서 부스러짐

화학  상태
산성도(pH) 산성, 성 산성 pH7이하, 성 pH7이상

리그닌(Lignin) 유, 무 리그닌 측정펜 노랑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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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 구분 방법

① 변 퇴색

변․퇴색은 도서의 앙 페이지의 변색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양호｣

게 변하는 황변화가 생기지 않은 자료,｢가장자리｣ 페이지의 앙부분과 비교하

여, 주변의 책머리, 책바닥 3면의 변색이 두드러진 자료, ｢ 체｣본래의 종이가 

가지는 백색정도와 비교하여 하게 변색된 자료로 구분하 다.

② 부스러짐(속지의 물리적 강도)

속지의 모서리 부분을 90°, 180°까지 가볍게 어서 물리  강도를 단한다. 

이때 꺾음의 정도를 ｢양호｣,｢꺾임｣,｢꺾여서 부스러짐｣의 3단계로 평가했다. 부

스러짐을 측정하는 속지는 책의 간부분을 선택하여 측정하 다.

③ 산성도(pH)

속지의 산성도를 pH 검사펜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 속지의 등부분에 가까운 

안쪽에 pH 검사펜으로 단선을 그어서, ｢보라색｣, ｢노란색, 무색｣의 2단계로 평

가했다. ｢보라색｣의 경우는 성에서 알칼리(pH 7이상)를 나타내고, ｢노란색, 

무색｣은 산성(pH 7이하)임을 나타낸다(<그림 1>참조).

<그림 1> 산성도 측정 방법

pH 1- 2- 3- 4- 5- 6- 7 -8-9-10-11-12-13-14

     산성  성  알칼리 

            

         pH meter             pH strip         pH testing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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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리그닌(Lignin)

종이내부에 포함된 리그닌은 빛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종이의 황변을 유발

하는 물질로 주로 기계펄 를 많이 사용한 신문용지, 질지, 용지에 포함

되어 있다.

리그닌 성분의 유무는 <그림 2>에서 보듯이 리그닌 검사펜을 이용하여 간단

하게 조사하 다. 속지의 책등부분에 가까운 안쪽에 리그닌 검사펜으로 단선을 

그어 ｢무색｣, ｢노란색｣의 2단계로 평가했다. 리그닌이 없는 경우에는 ｢무색｣, 

리그닌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그림 2> 리그닌 검사펜

3.3 평가 등급 판정

도서자료의 자료군별 표본추출된 각 자료의 보존상태를 측정한 결과를 항목

별로 수로 환산한다. <표 4>의 도서자료 보존상태 조사 항목표와 같이 각 자

료의 등록번호, 청구번호, 서명, 발행년도의 기본사항과 제본유형을 먼  기입

하고, 6개(커버훼손, 책등훼손, 제본훼손, 찢어짐, 변퇴색, 바스러짐)의 외  검

사와 2개(산성도, 리그닌)의 화학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에 해당되는 

수를 합산하여 3가지 등 으로 분류하 다.

1등급 :  8 ∼ 13점,  2등급 : 14 ∼ 20점,  3등급 : 21 ∼ 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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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서자료 보존상태 조사 항목표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등
록
번
호

청
구
기
호

서
명

발
행
년
도

제본
유형

표지상태

커버훼손 책등훼손 제본훼손

양
장
본

페
이
퍼
백

한
장
본

양호
가장
자리

체 분실 양호

책머리
책바닥
부분
훼손

떨
어
짐

분
실

양호

(실)
제본
부분
훼손

힌지
부분
훼손

커버
와

속지
분리

수
1 2 3 4 1 2 3 4 1 2 3 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합계 등

속지상태 pH 리그닌

찢어짐 변퇴색 부스러짐 성 산성 무 유

양호 부분 체 양호
가장
자리

체 양호 꺽임
꺽여서
부스
러짐

pH7
이상

pH7
이하

무색 노란색

1 2 3 1 2 3 1 2 3 1 4 1 3

4. 연대별 물성 측정 결과

4.1 연대별 산성도(pH) 및 수분(%) 측정 결과

1910년 부터 2000년 까지 자료의 산성도는 pH 4.17부터 pH 8.12까지 연

별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면 산성도 경향

은 1911부터 1962년까지 pH 4.5 이하로 인쇄용 종이가 산성용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간 으로 알 수 있으며, 산성용지라는 과 장기간 보존에 따른 자연

으로 산성화와 부합 되면서 심하게 산성화 된 것으로 단된다. 

최근 자료인 2007년 샘 과 1997년 샘 의 산성도가 pH 8.17에서 pH 6.33까

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1980년  이후 인쇄용지는 산성용지에서 성용지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용지도 산성화를 막을 수는 없다. 보존환경에 

따라 산성화의 진행속도가 결정되는데 1997년 샘 의 산성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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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 별 산성도와 수분 측정 결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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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1911 1922 1935 1942 1957 1962 1976 1986 199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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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6
7

8
9

10

수
분
(%
)

pH 수분 (% )

4.2 연대별 전자현미경 사진 촬영 결과

연 별 자 미경 사진 촬 을 통해 섬유의 훼손상태, 충 제 사용 여부를 

조사하 으며 결과는 <표 5>에 나타내 있다. 1922년, 1935년, 1962년 SEM 사진

에서 섬유의 결합력이 하되었으며 훼손된 섬유들이 많이 찰 되었다. 1997

년, 2007년 샘 에서는 섬유들의 조 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섬유들 사이의 

공극들이 메워져 표면 평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EDX 분석 결과 1911년 샘 에서는 Al, Si 원소가 분석되었다. 미국에서 생

산된 종이로 충 제로 Clay를 사용한 것으로 단된다. 1935년 샘 에서는 Si 

원소가 분석되었다. Si 원소는 Talc에 포함된 성분으로 충 제로서 Talc를 사

용된 것으로 단된다. 1957년 샘 은 SEM 사진에서 독된 하얀색의 알갱이

들이 섬유사이에서 찰되었다. EDX 분석결과 Ca, Mg, S, Si 원소들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CaCO3, TalC 등의 충 제가 혼합되어 사용된 것으로 단된다.

최근 자료인 2007년 샘 에서는 Ca 원소가 높게 검출되었다. Ca 원소는 충

제로 CaCO3을 사용했다고 여겨진다. 2000년  이후 종이의 보존성 측면에서 

알칼리 물질을 종이의 무게에 2～3% 첨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쇄용지에 충

제로 CaCO3을 첨가하여 생산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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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 별 SEM 사진  EDX 분석 결과

년도 1911 1922 1935 1942 1957

SEM

사진

EDX

분석

년도 1962 1976 1986 1997 2007

SEM

사진

EDX

분석

5. 자료군별 훼손상태 측정 결과

5.1 표지 상태

5.1.1 표지훼손

도서자료의 표지는 서명, 자, 출 사 등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으며, 기능

으로 속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년도가 오래된 구동서, 조선문, 구양서 

자료군에서 표지훼손 비율이 높았다(<그림 4>참조). 그 에서 열람빈도가 높은 

조선문의 표지 훼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체 으로 재제본된 자료의 표

지 재훼손과 KDCP, GP는 자료의 제본형태가 페이퍼백이 많은데, 속지의 두께

와 무게에 비해 상 으로 표지가 얇아 열람 시 표지훼손을 쉽게 유발하는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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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수집이 에 이미 표지가 손상된 상태로 들어온 자료가 많으며, 먼지

와 습기에 의한 표지훼손과 실제본의 실이 끊어져 표지가 분실되거나 결실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납본된 자료이며 보존용 자료로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1984년 이

후 수집된 KDC(수입순, 자순) GP(수입순, 자순)자료는 훼손된 표지를 발

견할 수 없었다.

<그림 4> 표지 훼손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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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책등 훼손

책등 훼손은 구동서, 조선문, 구양서 자료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책등의 분실은 5～8%내외로 체 장서  19%가 책등이 분실되었다

(<그림 5>참조).

한, 책등이 떨어진 자료도 14～33%로 취 부주의나 보존상태에 따라 향후 

분실될 가능성이 높다. 책머리와 책 바닥의 부분 훼손은 자료를 서가에서 빼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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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주의로 많이 일어나며, 구동서, 조선문, 구양서의 경우 제본이 오래되고 

표지가 가죽이나 천으로 된 경우 모서리의 마모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책등이 떨어지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책등이 분실된 책들은 우

선 으로 수선․복원이 필요하다.

<그림 5> 책등 훼손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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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호 책 머리  책 바닥부 분 훼손 떨어짐 분실

5.1.3 제본훼손

도서자료의 제본방식은 고서류의 한장본, 양서류의 양장본 그리고 최근 기계

식 제본방식인 페이퍼백 제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장본과 양장본은 

착제보다 실을 이용하거나 천을 붙여 상 으로 외부의 충격에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페이퍼백은 과도한 착제 사용과 이용자들의 열람시 압착에 

의한 쪼개지는 상이 발생된다.

조사 결과 구동서, 조선문, 구양서는 재도 원본자료가 열람이 되고 있으며, 

복사로 인한 힌지 훼손, 특히 DB작업시 선명한 이미지를 얻고자 무리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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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펼치고 압착시켜서 스캐닝 과정에서 힌지가 훼손된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KDCP GP자료의 경우 페이퍼백 자료가 많아, 표지의 훼손도 많지만 착제

가 열화되어 제본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 한 열람 시 복사로 인해 무리하

게 펼쳐져서 낱장으로 분리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6>참조).

고서의 경우는 제본 특성상, 오침 제본이나 사침 제본법으로 상 으로 안

했으나, 제본실이 약해지고 느슨해져 손상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림 6> 제본 훼손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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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속지상태에 관한 결과

5.2.1 속지 찢어짐

속지의 체 인 훼손은 조선문 15%, 구양서 5%, 고서 3%, 구동서 2% 순

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보와 기록내용이 포함된 속지는 종이재질의 훼손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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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쇄잉크 변색, 휘발 등의 훼손 유형도 조사되었다(<그림7>참조). 조선문의 

속지 훼손은 생산년도가 오래된 원인도 있지만, 조선총독부도서 , 남산도서 , 

재의 국립 앙도서 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충격, 과도한 온·습도에 

노출 등 보존환경의 잦은 변화에서도 유발되어진 것으로 단된다.

한, 표지의 훼손으로 인해 속지가 밖으로 노출되어 찢어짐이 일어나는 경

우도 있어 표지와 속지훼손은 연계되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속지 훼손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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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호 부 분 전 체

5.2.2 변 퇴색

변·퇴색의 원인은 이론 으로 2가지로 본다. 외부  요인으로 빛에 의한 변색

과 내부  요인으로 섬유속에 함유된 리그닌 성분에 의한 화학  황변 상

이 있다. 따라서 종이를 만드는 원료인 펄 의 종류에 따라 변·퇴색의 속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펄 는 원료에 따라 비목재 펄 와 목재 펄 로 구분

하며, 목재펄 는 제조방법에 따라 다시 기계펄 와 화학펄 로 구분된다. 종이

의 변·퇴색 원인인 리그닌은 기계펄 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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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가장자리와 체 으로 변·퇴색된 자료는 구동서 65%, 조선문 

85%, 구양서 58% 다(<그림 8>참조). 이러한 결과는 장기간 빛에 노출되어 변

화된 상으로 단된다. 그러나 최근자료인 KDCP GP 원본자료의 경우 68%

로 조사된 것은 기계펄 로 만들어진 지질의 종이가 많아 리그닌 성분의 

화학  반응 의해 변·퇴색이 발생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8> 변․퇴색 사례들

0%

20%

40%

60%

80%

100%

120%

구

동

서

조

선
문

구

양

서

K
D

C

P

G

P

K
D

C

P

G
P

 

 

저

자

순

G
P

 

 

수

입

순

K
D

C

 

저

자

순

K
D

C

 

 

수

입

순

고

서

양 호 가 장 자 리 전 체

5.2.3 부스러짐

자료의 부스러짐은 건조화와 산성화가 복합 으로 작용해서 발생되는 물리  

훼손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바스러짐의 주요원인은 종이 자체 산성성분과 외부의 산에 의한 화학  분해

로 인해 발생되며 이는 앞의 변·퇴색 결과와 비슷하다.

역시 상질지보다 질지  하 지가 많이 사용된 KDCP GP 자료가 속지가 

꺾여서 부스러지거나 꺾임 빈도가 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KDCP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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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선문이 높게 나타났다(<그림9>참조). 이와 같은 부스러짐으로 인해 자료

의 정보가 훼손되어 독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조치를 취해야

만 한다.

<그림 9> 부스러짐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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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산성도(pH)

앞선 연 별 산성도 측정결과 1911부터 1962년까지 pH 4.5 이하로 인쇄용 종

이가 산성용지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료군으로 보면 구동서, 

조선문, 구양서, KDCP 원본 자료군들은 pH 4.5이하 일 것이라고 측된다.

자료군별 산성도 조사에서는 pH 검사펜으로 성과 산성 범 만을 나 었음

을 밝힌다. 펜으로 검사한 결과 보라색이 나오면 pH가 6.8이상의 성으로, 노

란색이나 무색의 나오면 6.8이하의 산성으로 분류하 다. GP원본 수입순과 

KDC 자순과 같은 80년  이후 자료의 경우 42～44%가 성으로 아직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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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났다(<그림 10>참조). 반면에 고서, 구동서, 조선문, 

구양서와 같은 70년  이  자료는 부분의 pH  검사펜으로 측정시 노란색으

로 산성상태로 분류되었다.

<그림 10> 자료군별 산성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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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그닌(Lignin)

자료군별 사용된 종이의 펄 의 종류를 간 으로 조사하고 리그닌에 의한 

열화 진행과정을 단하고자 자료군별 리그닌 유무를 분류하 다(<그림 11>참

조). 리그닌의 유무는 기계펄  함유를 나타내며 상질지와 질지  지의 

사용율과 비례하여 나타난다. 특히 리그닌이 빛과 반응하면 탈색, 황변, 갈변 

등을 일으켜 종이의 보존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고서의 경우 부분 

한지로 만들어지는데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에는 다른 재료에 비해 리그닌 함량

이 어 이번 조사에서도 자료군 에서 가장 낮은 리그닌 함량을 보 다. 구동

서, 조선문, 구양서 보다 많은 리그닌의 함유율을 보인 KDCP 원본 자료군은 

1970년  이  생산된 종이로 기계펄 의 혼합 비율이 높으며 그에 따라 리그

닌의 함유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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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자료군별 리그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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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소장 자료의 연 별 물성변화 결과와 자료군별 보존상태를 조사항목별로 훼

손정도에 따라 환산한 숫자의 합계가 0～13은 1등 , 14～18은 2등 , 19부터는 

3등 으로 나 어 자료군별로 3가지 등 으로 구분하 다.

<그림 12> 자료군별 보존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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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연 별 물성변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1970년 이  자료의 경우 산성

도가 pH 4.5 이하로 체 으로 산성화 방을 한 탈산처리가 요구된다. 둘

째, 1997년 샘 의 산성화 진행속도가 빠르게 나타난 것은 pH 8에서 pH 6까지

와 pH 6에서 pH 4까지 떨어지는 속도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그림 12>참조). 

즉, 탈산성화 처리는 종이자료가 수집된 이후 20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더 

탈산처리 효과가 높을 것이라 단된다. 셋째, SEM 사진과 EDX 분석결과 

2007년 샘 에서 충 제(CaCO3)가 혼합된 최근 샘 들의 섬유 결합과 표면 

평활성이 우수했으며, 알칼리 물질인 충 제에 의한 보존수명의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표 6> 자료군별 보존 상태 등  비율(%)

자 료 군 1등 2등 3등

구 동 서 40.50% 46.40% 13.10%

조 선 문 23.60% 43.10% 33.30%

구 양 서 29.70% 59.40% 10.90%

KDCP 45.10% 53.10% 1.80%

GP KDCP 45.20% 50% 4.80%

GP 자순 86.80% 13.10% 0.20%

GP 수입순 99.30% 0.70% 0%

KDC 자순 96.30% 3.80% 0%

KDC수입순 99.10% 0.90% 0%

고   서 79.50% 20% 0.30%

한 자료군별 보존상태를 등 화한 결과 <표 6>에서 1970년 이 자료군인 

구동서, 조선문, 구양서의 1등  비율이 각각 40.5%, 23.6%, 29.7%로 KDC 

자순, KDC 수입순의 96.3%, 99.1%에 비해 상 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보존기간에 따른 자연훼손으로 단된다.

그러나 훼손상태가 심각한 3등 의 비율을 자료군별로 살펴보면 조선문 

33.3%, 구동서 13.1%, 구양서 10.9%, GP KDCP 4.8%, 고서 0.3% 순으로 조사

되었다. 즉 생산년도가 오래된 고서의 경우 3등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근본 으로 보존성이 우수한 한지를 사용했다는 과 고서의 보존

상태가 우수하고 지 까지 한 보존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간 인 증거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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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넓게 2등 과 3등 을 합산한 보존상태 등  비율을 보면, KDCP, GP 

KDCP, GP 자순 자료군이 54.9%, 54.8%, 13.3%로 고서의 20.3%와 비교 시 

생산년도와 보존기간을 감안할 경우 훼손 비율이 높다고 단된다. 이러한 비

율은 1984년 이 에 생산된 KDCP 자료들이 기계펄 가 많이 함유된 종이

를 사용했으며, 산성용지라는 특성이 결부되어 발생된 상이라고 단된다.

7. 맺 음 말

체 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훼손 방차원의 기술  방법과 제도  

보안 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1970년이  산성화 자료의 량 탈산처리기술  자동화 장비 개발

2) 훼손상태 3등  비율이 높은 구동서, 조선문, 구양서의 연차별 보존상자 

제작  보  계획 수립

3) 자료군별 보존상태 조사  검 산화 로그램 개발

4) 소장 자료의 보존상태 등 화 기  용

5) 훼손유형별 복원 문인력 양성

6) 자료군별 보존처리 우선순  작성  장기 복원 계획 수립

7) 출   인쇄업체와 성용지 사용에 한 구체  규정 마련

등이 우선 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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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 자료군별 표지 훼손 측정 결과

자료군 양호 가장자리 체 분실

구동서 67% 30% 2% 2%

조선문 43% 46% 10% 1%

구양서 44% 50% 5% 1%

KDCP 원본 95% 5% 0% 0%

GP원본 KDCP 86% 13% 0% 1%

GP원본 자순 99% 1% 0% 0%

GP원본 수입순 99% 1% 0% 0%

KDC 자순 100% 0% 0% 0%

KDC 수입순 100% 0% 0% 0%

고서 61% 30% 9% 0%

표 2. 자료군별 제본 훼손 측정 결과

자료군 양호 실제본부분훼손 힌지부분훼손 커버와속지분리

구동서 55% 5% 26% 14%

조선문 51% 3% 31% 15%

구양서 61% 2% 25% 13%

KDCP원본 96% 1% 1% 2%

GP원본 KDCP 88% 2% 5% 5%

GP원본 자순 99% 0% 0% 1%

GP원본 수입순 100% 0% 0% 0%

KDC 자순 100% 0% 0% 1%

KDC 수입순 100% 0% 0% 0%

고서 88% 11% 1% 0%



2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영구보존용 국가문헌의 보존상태 분석

표 3. 자료군별 책등 훼손 측정 결과

책등 훼손 자료군 양호 부분훼손 떨어짐 분실

구동서 51% 30% 14% 5%

조선문 32% 29% 33% 6%

구양서 38% 31% 23% 8%

KDCP원본 95% 4% 0% 0%

GP원본 KDCP 87% 8% 6% 0%

GP원본 자순 99% 1% 0% 0%

GP원본 수입순 99% 0% 1% 0%

KDC 자순 100% 0% 0% 0%

KDC 수입순 100% 0% 0% 0%

고서 99% 1% 0% 0%

표 4. 자료군별 속지 찢어짐 측정 결과

자료군 양호 부분 체

구동서 72% 26% 2%

조선문 51% 33% 15%

구양서 63% 33% 5%

KDCP원본 92% 8% 1%

GP원본 KDCP 86% 13% 2%

GP원본 자순 99% 1% 0%

GP원본 수입순 100% 0% 0%

KDC 자순 100% 0% 0%

KDC 수입순 100% 0% 0%

고서 77%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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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료군별 변․퇴색 측정 결과

자료군 양호 가장자리 체

구동서 35% 49% 16%

조선문 15% 64% 21%

구양서 42% 44% 14%

KDCP원본 47% 50% 3%

GP원본 KDCP 33% 35% 33%

GP원본 자순 87% 12% 1%

GP원본 수입순 99% 0% 1%

KDC 자순 96% 4% 0%

KDC 수입순 99% 1% 0%

고서 67% 16% 17%

표 6. 자료군별 바스러짐 측정 결과

자료군 양호 꺾임 꺾여서부스러짐

구동서 87% 8% 5%

조선문 71% 22% 7%

구양서 88% 9% 3%

KDCP원본 73% 26% 1%

GP원본 KDCP 57% 36% 8%

GP원본 자순 97% 3% 0%

GP원본 수입순 100% 0% 0%

KDC 자순 100% 1% 0%

KDC 수입순 100% 0% 0%

고서 9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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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자료군별 산성도 측정 결과

자료군 성 산성

구동서 0% 100%

조선문 0% 100%

구양서 0% 100%

KDCP원본 1% 100%

GP원본 KDCP 0% 100%

GP원본 자순 7% 93%

GP원본 수입순 42% 58%

KDC 자순 26% 74%

KDC 수입순 44% 56%

고서 0% 100%

표 8. 자료군별 리그닌 측정 결과

자료군 무 유

구동서 80% 20%

조선문 81% 19%

구양서 91% 9%

KDCP원본 32% 68%

GP원본 KDCP 53% 47%

GP원본 자순 42% 57%

GP원본 수입순 43% 57%

KDC 자순 78% 22%

KDC 수입순 73% 27%

고서 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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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Recently, the changes of scholarly communication such as self-archiving, 

open access movement and building institutional repositories has affected 

academic libraries. In this context, we investigate the roles of academic 

libraries in this new environment and suggest a direction of the library 

services to activate scholarly communi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research process as a main scholarly activity in universities, we categorize 

information involved in the research process with inbound and outbound 

channels in the scholarly communication. we also propose a way to build 

institution repositories in academic libraries.  

Key words : Scholarly Communication, Institutional Repository, Library Role, 

Library Service, Research Process



도서관 Vol.63 No.2 (2008년 12월)  29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사고와 경험을 말과 을 통해 상호 달하고 

이를 보존하여 계승함으로써 역사를 발 시켜왔다. 한 인류는 이를 한 수

단으로 말과 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개발하고 생산된 지식정보의 유

통과 보존을 한 수단으로 출 과 도서 을 사회  구조로 정착시켜 왔다. 

일반 커뮤니 이션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듯이 학술 커뮤니 이션에도 지식

정보의 획득과 배포의 양방향 채 이 존재한다. 이를 지식정보의 유통 과정에

서 보다 구체화해 보면 지식정보의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지식정보의 수집 측

면을 인바운드 채 로 지식정보의 배포 측면을 아웃바운드 채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지식정보 유통의 사회  구조에 용해 보면 출  과정이 아

웃바운드 채 을 담당하는 사회  구조라면 도서 은 서 과 함께 인바운드 채

을 담당하는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방향 커뮤니 이션을 지원하는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의 등

장 등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인바운드 채 과 아웃바운드 채

을 담당하는 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그 동안 

인바운드 채 을 주로 담당했던 학도서 에게 아웃바운드 채  역에서 보

다 극 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웃바운드 지식정보 유통 채 을 담당하는 출 사에 의한  가격의 상승

은 연구자와 인바운드 채 을 담당하는 학도서 의 지식정보 구매력을 약화

시킴으로써 학술 커뮤니 이션 환경에 기를 래하 다. 이러한 지식정보 유

통 환경의 객 인 변화는 지식정보의 생산자인 연구자와 학도서 으로 하

여  아웃바운드 채  역에서도 비 리  학술 커뮤니 이션 채 을 형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선언을 계기로 본격 으로 시작된 오  액세스 운동(Open 

Access Movement)4)은 생산된 지식정보를 생산자간 직  유통시키기 한 활

동으로, 지식정보의 수집, 리, 보존  배포를 한 다양한 표 을 제시하고 

4) 오  액세스 운동은 법 , 경제 , 기술  제약 없이  세계 이용자가 자유롭게 정

보에 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작물의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기 

한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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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 학도서 에서는 이를 한 기반으로 기  장소(Institutional 

Repository) 구축이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 으로 학도서 은 지식정보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인 학 구

성원에게 지식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열람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학의 지

식정보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학도서 은 와 같은 기능을 수행

하면서 축 한 다양한 지식정보 리 능력과 정보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학 

내에 기  장소를 구축하여 운 하고 아웃바운드 유통 채 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된 지식정보 유통 패러다임 환경 하에서 기  

장소 기반의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지식정보 유통 채 을 통한 학도서 의 양

방향 통합 정보서비스 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도서 은 

변화된 환경 하에서 보다 효율 인 정보서비스를 실 하고 학술 커뮤니 이션

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1.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도서 의 통 인 역할에 근거한 학도서  

기  장소 구축의 필요성, 정의  구성 요소 등을 검토하 다. 그리고 국내

외 기  장소 구축 동향을 알아보기 하여 기  장소의 국가별, 자료유형

별, 시스템별  연차별 구축 황을 악하 으며 국내 사례를 보다 구체 으

로 제시하 다. 한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체 인 연

구 활동과 각 연구 활동에서 수집되고 생산되는 지식정보의 유형과 양방향 유

통 채 을 분석하 다.

둘째, 연구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학도서  정보서

비스를 분석하 다. 한 이를 수행할 학도서  정보서비스 조직의 핵심 인

력인 주제 문사서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을 제시하 다. 

셋째, 연구자가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산한 지식정보를 보다 효

율 으로 리/보존하며 학도서 이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지식정보 유통을 

효과 으로 지원하고 기  장소에 축 된 지식정보를 효과 으로 확산시키기 

한 기  장소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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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학술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서관의 역할

경제학자 모키르(Mokyr 2002)는 지식의 창조와 유통에 한 연구에서 낮은 

지식정보 근 비용이 지식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식의 달을 진한

다고 하 다. 한 그는 이것이 발명과 신의 기 가 되었으며 지식정보 유통 

비용의 감소가 지식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통의 활성화가 경제발 에 

기여한다고 하 다. 드 이크(Drake 2004)는 오  액세스 운동과 기  장소

는 학술 출 물과 연구 성과를 한 시장을 확 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들의 연구는 지식정보 유통의 비용 구조

가 경제에 미치는 향을 지 한 것으로 지식정보 유통 환경과 경제 발 이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은 이용하기 해 존재한다’(Books are for use)는 랑가나단의 도서 학 

제1법칙(Ranganathan 1963)은 여 히 유효하다. 이는 지식정보의 본질을 표

한 것으로 지식정보가 유통되어 공유될 때 그 가치가 실 됨을 의미한다. 그 

동안 도서 은 지식정보 유통 과정의 한 축인 인바운드 유통 채 을 담당함으

로써 지식정보의 가치 실 을 한 사회  구조로서 역할을 해 왔다. 

한편 도서 의 역할에 해 리포우(Lipow 2003)는 도서 의 모든 활동이 이

용자에게 합한 정보를 한 시 에 가장 합리 인 방법으로 제공하는데 맞

추어져야 한다고 하 다. 이는 도서 의 목 이 정보의 제공에 있음을 지 한 

것이지만 도서 의 역할을 인바운드 유통 채 로 제한하고 있어서 새롭게 두

되고 있는 학술 커뮤니 이션 환경에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맥코드(McCord 2003)는 학이 디지털 자산의 생산능력과 리능력에

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학도서 이 리하는 부분의 자료는 외부에서 

생산된 자료라고 지 하고 있다. 이는 학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가 효율 으

로 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 한 것으로 학에서 지식정보의 리를 담당해온 

학도서 이 이러한 지식정보 한 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음을 지 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창(Chang 2003)은 1990년  반부터 시작한 새로운 학술 커뮤니 이

션 모델로 셀  아카이빙, 오  액세스를 로 들면서 기  장소 구축이 미

래의 도서  환경에 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 도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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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 이유로 창은 도서 이 통 으로 소

속 기 의 자료를 리하면서 갖게 된 자료의 분석/조직/개발 등에 한 풍부

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2.2 기관 저장소 정의

창(Chang 2003)은 기  장소를 학 단 의 교수와 학생에 의해 창조되는 

학술 작물(Scholarly works)을 수집, 리, 배포  보존하는 새로운 개념이

라고 정의하 다. 이는 기  장소의 기능  측면을 정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린치(Lynch 2003)는 학 기반 기  장소를 기 과 기  구성

원들에 의해 생산된 디지털 자료를 리하고 보 하기 하여 학이 학 구

성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라고 하 다. 이는 기  장소를 하나의 시

스템 는 기능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도서 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이해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웨어(Ware 2004)는 기  장소를 주제 단 의 장소가 아닌 기  단

로 정의되고, 지속 으로 축 되며, OAI5)(Open Archives Initiative) 련 소

트웨어 등을 통해 공개되어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학술 커뮤니 이션의 한 부

분으로 수집, 장, 보 되는 학술 자료의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 하

다. 이는 기  장소를 디지털 장소(Digital Repository) 에서 기  단 로 

지식정보를 리하는 장소로 그 범 를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 그린과 구트만(Green and Gutmann 2007)은 사회과학분야 디지털 장

소의 유형을 특정 주제 분야에 집 하지 않는 기  디지털 장소(Institutional 

Digital Repositories with no specific discipline focus)와 학문 분야별 데이터 아

카이 (Discipline or domain-specific data archives)로 구분하여 정의하 다. 

자는 학 단 에서 구축하는 사례로, 학의 학생, 교수, 직원의 성과물을 보

존하고 이의 부분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으며, 후자는 

주제별 는 학문 역별 데이터의 보존과 공유를 목 으로 한다고 하 다. 

한 이들은 기  디지털 장소는 학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포함

하고, 학문 분야별 데이터 아카이 는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데이터(Raw Data) 심의 보존과 공유에 을 맞추고 있다고 하 다. 이러

5) Open Archives Initiative는 공개된 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교환을 한 표  로토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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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분을 통해 디지털 장소는 구축 목 에 따라 그 성격과 역할이 달라지며 

운  방식 한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맥코드(McCord 2003)는 기  장소에서 리되어야 할 콘텐츠의 범 를 한 

학에서 교수/직원/학생에 의해 생산되어 공식 으로 조직/ 리되는 컬 션으로 

정의하 다. 그리고 여기에 축 되는 콘텐츠는 학도서 시스템  강의 리시스

템과 통합되어야 하며 다른 학  일반인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지 하고 있

다. 이는 기  장소에서 수집해야 할 콘텐츠는 공식 으로 생산된 것이며 공유

의 활성화를 하여 학에서 운 되는 련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함을 지 한 

것이다. 한 맥코드는 기  장소를 강의 리시스템, 학과의 연구 데이터  보

고서 컬 션, 기 의 일 리시스템 등 콘텐츠를 리하는 학의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기  장소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앙 집  리, 기  체를 포

하는 디지털 자료(Digital object), 구 보존성을 들고 있다. 

한 크로우(Crow 2002)는 기  장소가 가져야 할 4가지 특징으로 기  

단  정의, 학술 콘텐츠, 축 과 보존(cumulative and perpetual), 공동이용과 

오  액세스를 들고 있다. 

한편 맥코드(McCord 2003)는 기  장소 구축의 필요성에 해 논하면서 

학도서  이용자인 학생과 교수는 자신의 지  산출물을 개인 컬 션 형태로 

장하고 그들의 학술활동 성과물을 소속 기  내외 으로 배포하고자 하는 요

구가   커지고 있다고 하 다. 이는 이용자가 생산한 지식정보를 개인 단

의 컬 션 형태로 통합 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 기  장소의 구성

요소로 포함해야 함을 지 한 것이다. 

2.3 국내외 기관 저장소 구축 현황

본 에서는 기  장소의 운  황을 악하기 해 OpenDOAR(Directory of 

Open Access Repository)6)을 조사하 다. OpenDOAR에 따르면 2008년 10월 

기  여기에 등록된 Repository는 총 1,257개로 미국이 26%로 가장 많으며 

국,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5%로 공동 4 에 올라있

다.<그림 1> 

6) OpenDOAR은 국의 노 햄 학에서 운 하는  세계 기  장소의 등록 디 터

리로서 기  장소, 기  장소의 콘텐츠, 기  장소 황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이다.(http://www.opendo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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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별 기  장소 운 황7)

기  장소의 소 트웨어 사용 황을 보면 DSpace8)가 28%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다른 오  소 트웨어인 EPrints9), 상용 

소 트웨어인 Bepress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그림 2>

<그림 2> 기  장소 소 트웨어 사용 황10)

7) OpenDOAR 검색 화면( 속일, 2008.10.13)

8) DSpace는 HP사와 MIT 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Open Access 기반 기  장소를 

한 소 트웨어이다.

9) EPrints는 국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콘텐츠에 한 근성 제고를 하여 추진 인 FAIR(Focus on Access to Institutional 

Resources) 로그램 의 하나로 개발/보 하고 있는 기  장소 운  소 트웨어

이다.

10) OpenDOAR 검색 화면( 속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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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  장소 증가 추세를 보면 2006년 300여 개에서 2008년 1200여 개

로 4배 가까이 증가하여 최근에 기  장소 구축이 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  장소 구축이 학술 커뮤니 이션에서 차지하는 비 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다.<그림 3>

<그림 3> 기  장소 증가 황11)

한 기  장소에 구축되는 콘텐츠 유형을 보면 표 인 콘텐츠가 기

사로 체 컬 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 논문이 그 다음으로 많은 양

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의 학술활동의 산출물로  기사가 높은 비 의 

차지하며 오  액세스  기반의 연구 성과물 공유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다고 하겠다.<그림 4>

<그림 4> 콘텐츠 유형별 구축 황12)

11) OpenDOAR 검색 화면( 속일, 2008.10.13)

12) OpenDOAR 검색 화면( 속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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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penDOAR에 등록된 국내 기  장소는 3건<그림5>으로 구축이 매우 

조한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KOASAS(KAIST Open Access Self-Archiving System)는 한국과학기술

원 과학도서 에서 운 하는 기  장소로서 우리나라 최 로 DSpace 

소 트웨어를 기반으로 운 하고 있으며 KAIST 소속 교수의 디지털 연

구 결과물을 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5> 국내 기  장소 등록 황13)

②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Repository는 외경제

정책연구원에서 운 하는 기  장소로서 이 장소 한 DSpace 소

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Science Attic(과학다락방)은 서울 학교 물리학연구정보센터와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오 액세스 기반의 물리학 분야 연구 산출

물 보존소이다. 이는 2006년부터 기 과학분야를 심으로 서비스를 시작

하 으며 디지털 환경의  작권 리 도구인 “크리에이티  커먼스 라이

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용한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3) OpenDOAR 검색 화면( 속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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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과제 수행과정14)과 양방향 지식정보 유통 채널

본 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정 분석을 통해 각 단계별로 구체 인 연구 활

동과 리되는 지식정보 유형  유통 채  형성 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해 그린과 구트맨의 연구과제 수행과정 분석 사례를 활용한다.

그린과 구트맨(Green and Gutmann 2007)은 연구자와 지식정보 장소와의 

계를 분석하면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과제 수행과정을 발견과 계획

(Discovery and planning), 기 데이터 수집(Initial data collection), 최종 데이

터 비  분석

<그림 6> 사회과학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정

(Final data preparation and analysis), 출   공유(Publishing and sharing), 

장기 보존 리(Long-term management)의 5단계로 구분하 는데<그림 6> 각 

단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발견과 계획(Discovery and planning) 단계 :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자신

의 이론 , 경험  견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연구 분야의 지식을 확 하고 

강화하기 해 노력한다. 한 연구자는 기존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을 탐

색하고 새롭게 수집해야 할 데이터를 결정하며 외부 연구기 을 수주하기 

14) 연구과제의 주제 분야와 성격 등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과정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기본 사항을 도출하기 해 사회과학분야의 

한 사례를 심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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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의 연구기  제공 기 에서 요구하는 데

이터 공유 계획(data sharing plans)을 수립하기 해 디지털 장소

(Digital Repository)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단계는 기존 데이터 확

보와 추가 데이터 수집 계획을 기 로 하여 연구과제를 설계하고 연구과

제에 필요한 기 을 확보하며 생산된 연구 성과물을 공표할 계획을 수립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지식 확 를 한 기존의 지식

정보  연구 데이터(Data Set) 수집 활동을 통해 인바운드 채 이 형성

되며 연구제안서 배포 등의 아웃바운드 채  한 생성될 수 있으며 연구

제안서 는 연구계획서가 산출물로 발생한다.

② 기 데이터 수집(Initial data collection) 단계 : 이 단계는 연구과제가 설

계되고 기 이 확보된 다음 단계로 연구자가 본격 으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설문조사 는 실험을 통해 새로운 연

구 데이터가 수집되고 새롭게 수집된 연구 데이터는 다른 유용한 데이터

들과 재결합하며 이러한 연구 데이터의 리 계획이 수립된다. 특히 이 

단계의 마지막에는 순수 기 연구 데이터(Clean initial dataset)가 생산

되며 이러한 연구 데이터가 자신과 다른 연구에서 활용되기 하여 연구 

데이터의 장기 보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 이 단계는  

<표 1> 연구 로세스 단계별 연구 활동  지식정보 황

연구 단계 연구 활동 리 지식정보 유통 채

발견과 계획

연구자의 지식 확
기존 연구 데이터 이용 가능성 탐색
신규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
연구과제 설계
연구제안서 작성
데이터 공유 계획 수립

기존 연구 생산물
  (메타데이터 는 원문)

기존 연구 데이터
인바운드

연구제안서
연구계획서

아웃바운드

기 데이터 수집

기 연구 데이터 수집
기존 연구 데이터와 결합
연구 데이터 리 계획 수립
연구 데이터 장기보존계획 수립

기 수집 데이터
순수 기 연구 데이터

아웃바운드

최종 데이터 비
 분석

수집 연구 데이터 검증/수정/분석
최종 연구 데이터 보존

최종 데이터/문서 아웃바운드

출   공유 연구 결과 공표
최종 연구 데이터
최종 연구 생산물 아웃바운드

장기 보존 리 연구 데이터와 연구 생산물의 보존 최종 연구 데이터
최종 연구 생산물 아웃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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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의 구조  목 을 연구 분야 공동체에 알리는 단계로 이를 해 

연구자와 기  장소 운 자는 연구과제 련 메타데이터 양식에 한 

의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설문 는 실험 데이터 배포와 연구과제

의 구조  목  공유 등의 아웃바운드 채 이 생성되며 기 수집 데이

터와 순수 기 연구 데이터(Clean initial dataset) 등의 산출물이 생성된다.

③ 최종 데이터 비  분석(Final data preparation and analysis) 단계 : 

이 단계는 연구자가 수집된 연구 데이터를 최종 으로 검증하고 수정한 

후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

에 필요한 연구 데이터의 비가 마무리되며 최종 연구 데이터가 보존된

다. 이 단계에서는 최종 연구 데이터 배포 등의 아웃바운드 채 이 생성

되며 산출물로는 최종 연구 데이터가 생성된다. 

④ 출   공유(Publishing and sharing) 단계 : 이 단계는 연구 결과를 외

부에 공표하는 단계로 연구 결과가 출 되어 연구 데이터와 출 물의 연

구 공동체와의 공유가 진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연구과제의 지

 생산물이 충분히 알려지며 이를 해 연구자는 특정 장소에 상세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여 연구 공동체와 공유하게 된

다. 이 단계에서는 최종 연구 데이터  연구 결과물의 공개 등의 아웃바

운드 채 이 생성되며 최종 연구 데이터  연구 성과물 등의 산출물이 

생성된다.

⑤ 장기 보존 리(Long-term management) 단계 : 이 단계의 주요 목표는 

연구 데이터와 지  생산물의 이용을 해 항상 외부에 공개하고 장기 보

존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다른 연구자들이 이용하도록 리하는데 한계가 나타남으

로 이를 극복하기 해서 장소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이 단계에

서는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생산되어 장소에 장된 지식정보가 지속

으로 외부 연구자와 공유되는 아웃바운드 채 이 생성되어 기  장소

의 궁극  목 이 실 된다고 할 수 있다. 리되는 지식정보는 네 번째 

단계와 동일하다.

의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연구과제 수행과정  인바



40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양방향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관 저장소 기반의 정보서비스 구현 방안에 관한 연구

운드 유통 채 은 첫 번째 단계에서 주로 생성되며 나머지 4개 단계에서는 

아웃바운드 유통 채 이 주로 생성된다. 따라서 학도서 은 첫 번째 단계

에서는 인바운드 유통 채 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머지 단계에서

는 아웃바운드 유통 채 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기관 저장소 기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3.1 연구 활동과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

본 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각 단계별 연구 활동에 근

거하여 학도서 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과

제 수행과정의 각 단계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기 해서는 사 에 연구자와 학

도서 이 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를 들어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상호 력 방안, 기  장소 활용 방안이 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발견과 계획 단계에서 학도서 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 활

동은 연구자의 지식 확 , 기존 연구 데이터 이용가능성 탐색, 데이터 공유 계

획 수립 등이다. 연구자의 지식 확 를 해서는 기존 문헌의 탐색이 필요한데 

이를 해서 지식정보 수집 방안을 의하고 실재 탐색을 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연구 데이터 이용 가능성 탐색에서는 해당 연구 분야의 

연구 데이터가 존재하는 정보원을 조사하여 제공하거나 연구자와 함께 기존 연

구 데이터를 탐색할 수도 있다. 데이터 공유 계획 수립을 해서는 연구 성과

물의 작권, 공개범   공개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이후 연구과제 수

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지식정보의 리/공유/보존과 기  장소 운 뿐만 아니

라 학술 커뮤니 이션 활성화에 커다란 향을 미치므로 학도서 은 데이터 

공유 계획 수립 시 연구자와 구체 인 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

집된 기존의 지식정보 한 유용한 지  자산임으로 개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리/보존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한 리 방안도 연구자와의 의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인 기 데이터 수집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인 최종 데이터 비 

 분석 단계에서 학도서 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은 연구 데이터 장기

보존계획 수립과 최종 연구 데이터 보존을 들 수 있다. 학도서 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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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해 연구자와의 의를 통해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을 

만들고 실재 메타데이터 등록 과정에서 기술 인 지원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인 출   공유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 공표를 한 지원이 필

요한데 이는 통 으로 출  역에서 담당해오던 역할이다. 따라서 학도서

은 이 단계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해 출  역의 일부 역할을 수용해야 한

다. 를 들어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출 하기 하여 기고할 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해 필요한 정보와 각 의 기고 기  등에 한 

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도서 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지속 으로 수집하

고 리하여 필요한 연구자에게 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출 이 

완료되면 연구자는 연구 성과물을 기  장소에 장하고 보존하기 하여 메

타데이터 작성과 입력, 원문 자료의 업로드를 수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학

도서 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단계인 장기 보존 리 단계에서는 연구 데이터와 연구 성과물의 보존

을 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기  장소 운 의 기본 목  의 하나가 등록

된 지식정보의 장기보존이므로 기  장소의 운 을 통해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비스가 실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보존 정책에 따른 정보 리와 백업

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장기 보존 가능성을 지속 으로 확보해야 한다.

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기 단계에서는 주로 인바

운드 유통 채 을 통한 학도서 의 통 인 서비스가 요구되며 마지막 단계

에서는 아웃바운드 유통 채 을 한 출 과 보존을 한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2 기관 저장소 운영과 대학도서관 사서의 역할

본 에서는 에서 살펴본 연구 활동에 근거한 학도서  서비스를 수행하

고 기  장소를 리하기 하여 학도서  사서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도서 이 기  장소를 운 하면서 이용자의  학술활동과 연계한 정보

서비스를 실 하기 해서는  학술활동 과정 반에 걸쳐 연구자와 학도서  

사서간의 지속 인 커뮤니 이션과 긴 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도서

 내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은 정보서비스 조직이며 여기

에는 주제 문사서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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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학에서 그 동안의 자료 배치의 주제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주제

문사서제도 도입을 통한 인  자원의 주제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학의  학술

활동과 연계한 정보서비스 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아웃바운드 유통 채 은 학도서 이 통

으로 수행해온 인바운드 유통 채 과 연계하여 형성됨으로 인바운드 정보서비

스를 담당해온 조직이 아웃바운드 채 을 통한 정보서비스도 함께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주제 문사서는 양방향 채 을 통한 서비스

를 수행함으로써 이용자와의 상호 커뮤니 이션을 확 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보다 구체 으로 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장소 운  주체를 학도서  정보서비스 조직

의 주제 문사서로 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경우 통 으로 목

록 조직이 담당하는 메타데이터 표   작성 지침에 한 지원 부분과 지식정

보의 수집 부분은 은 부서간의 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제로 한다.

연구과제 수행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인바운드 유통 채 이 생성된

다. 이 단계에서 학도서 은 통 인 역할인 장서의 개발, 선정된 장서의 수

집, 수집된 장서의 목록 등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게 된다. 이때 정보서비스 담

당사서인 해당 연구 분야 주제 문사서는 장서 개발을 담당하며 자도서 과 

기  장소에 기 구축된 지식정보자원  기타 정보 탐색 도구를 이용하여 연

구과제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수집된 

지식정보는 각각의 연구과제를 기 으로 지식정보의 유형과 매체의 형태에 따

라 기  장소에 등록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메타데이터 작성  등록과 련된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될 것이다.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지식정보의 유형은 학도

서 에서 통 으로 리하던 지식정보의 유형보다 다양하다. 따라서 서비스 

담당사서는 이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메타데이터 표 안을 목록 조직

과 사 에 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토 로 메타데이터 작성과 원문 등록을 지

원해야 한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는 주로 아웃바운드 유통 채 이 생성되며 이 단계

에서는 연구 성과물의 출 을 한 다양한 요구가 발생한다. 이를 지원하기 

하여 주제 문사서는 해당 연구 분야의 출  동향에 한 사  지식을 확보하

고 있어야 하며 기  장소를 비롯하여 연구 성과물 확산을 한 다양한 방안

을 제시하고 이를 구 하기 해 요구되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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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  장소 구축  운  과정에서 연구과제 수행을 한 정보서비스 

업무 이외에 콘텐츠 리 업무가 요한 업무로 두된다. 그 동안 학도서

에서는 콘텐츠 리 업무를 주로 시스템 리 조직에서 담당해왔다. 그러나 기

 장소 운  환경에서는 콘텐츠 리 업무를 콘텐츠 기획, 원문 콘텐츠 

리, 기  장소 시스템 리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시스템 리 부분은 시

스템 담당 역으로 두고 콘텐츠 기획 업무와 원문 콘텐츠 리 업무는 정보서

비스 조직의 주제 문사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학도서

은 실질 인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정보서비스 조직 내에서 콘텐츠 기획  

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서비스 기반의 콘텐츠 리가 가능하다. 한 이러

한 조직 구성은 그 동안 조직의 백 오피스(Back Office)에서 담당하던 정보통

신기술 련 업무가 정보기술의 화에 따라 차 으로 이용자  조직인 

론트 오피스(Front Office) 역으로 이 되는 정보기술 조직 환경 변화에 

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도서 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구체 으로 지원하고 기  장소에 기반

을 두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유통 채 을 통한 통합 학도서  정보서비스

를 실 하기 해서는 학도서  사서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학도서 의 통 인 역할에 출  역의 일부 역할을 수용하고 연구과

제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로젝트 리 업무를 일부 통합한 지식 활동 리자

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4. 대학도서관 기관 저장소 시스템 구축 방향

앞에서 논의한 기  장소의 정의에 따르면 기  장소는 아웃바운드 지식

정보 유통 채 을 통해 연구 성과물의 보존과 확산을 목 으로 한다. 따라서 

기  장소에 등록되는 지식정보는 기본 으로 기  내부에서 생산되는 디지

털 원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입장에서 지식정보 리  보존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아웃바운드 채 을 통해 유통되는 내부 생산 지식정보

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유통 채 을 통해 수집되는 외부 생산 지식정보도 기  

장소의 리 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한 디지털 원문뿐만 아니라 메타

데이터 정보도 기  장소의 리 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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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와 같이 기  장소의 지식정보 리 상의 범 를 확장하

고 기  장소에 축 되는 지식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며 기  장소 기반 

학도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한 기  장소 시스템의 구축 방향에 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기  장소 시스템의 구축은 정보서비스 조직에서 주 해야 한다. 앞

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도서 의 정보서비스 조직이 기  장소의 운 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 이다. 따라서 정보서비스 조직이 기  장소의 목 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인바운드 채 을 통해 수집되는 지식정보와 아

웃바운드 채 을 통해 배포되는 생산 정보가 연구과제 단 로 통합하여 등록되

고 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기  장소의 연구자의 지식정보 리  

보존 환경을 개선하여 기  장소 활성화와 연구자의 연구 환경 개선에 기여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그 동안 자도서  구축 시 논의되었던 ‘개인 도서

(My Library)’ 개념을 확  발 시켜 연구과제에 수집된 정보와 생산된 정

보를 통합 등록/ 리/보존할 수 있는 기능을 기  장소에 추가해야 한다. 

이를 한 개인 도서 의 구체 인 모델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기  장소의 My Library 기 화면

셋째, 기  장소에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채 을 통해 수집 는 유통되는 

지식정보는 학도서  자도서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서비스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기  장소에 등록되는 지식정보의 유통 활성화를 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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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식정보가 자도서 을 통해 검색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기  장

소에 등록되는 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가 자도서  시스템에 이 되거나 자

도서 의 검색 상에 기  장소의 지식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한 자도

서 에서 검색된 지식정보는 바로 기  장소의 개인 도서 에 등록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과제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기  장소에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학도서 은 기  장소에 등록되는 메타데이터의 질

을 높은 수 으로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자도서 에 이 된 연구과제 정보와 해당 연구과제에서 활용되거나 

생산된 지식정보간의 링크 정보를 통해 상호 연계 검색 기능을 구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색 로세스는 자도서  이용자에게 지식정보 탐색의 새로운 

경로<그림 8>를 제공해 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검색된 정보는 특정 연구과

제에서 활용되거나 생산된 정보이므로 검증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 이

러한 검색 방식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생산된 지식정보에 새로운 근 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성과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8> 학술활동과 학술정보 연계 검색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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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지식경제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학술 커뮤니 이션 패러다임

의 변화는 학도서   학도서  사서에게 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 학술 

커뮤니 이션 역이 학도서 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이며 학도서 이 통 으로 수행해온 역할과 기

능을 토 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는 측면에서는 기회일 수 있다. 학도서 에서의 기  장소 구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첫째, 학도서 은 양방향 학술 커뮤니 이션을 동시에 담당하고 학도서

이 리하고 보존해야 할 지식정보의 범 를 확 함으로써 학에서 수집되

고 생산되는 지식정보를 통합 으로 리하고 보존할 수 있다. 한 이 과정에

서 학의 핵심 학술활동인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기  장소 운  과정에서 학도서  사서는 연구자와의 계 강화

를 통해 연구자의 요구를 구체 으로 악하고 연구자의 요구에 근거한 정보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국내 학도서 서 본격 으로 도입되고 

있는 인  자원 기반 주제 문사서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학 내에 산재되어 있는 학의 지식정보를 체계 으로 수집하고 보

존함으로써 학에서의 학도서 의 상을 높일 수 있다. 한 학의 연구 

성과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소속 학의 상을 높일 수 있다.

넷째, 학술 커뮤니 이션 패러다임 환경 변화에 주도 으로 참여하여 학술 

커뮤니 이션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발 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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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started in Seattle, USA in 1998, 

has spread in every state of America and all around Canada. This campaign 

has been also tried in many cities of Korea during past 5 years. This 

campaign is regarded to be successful for combining various media and 

programs with reading and discussion of 'One book'.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and present stage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n 

Korea.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objectives, selected books as 'one book', 

and programs of the campaign in Korea. Special concerns were paid on 

'discussion toolbox'. We examined the concept and characters of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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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box', and provided the elements and ideas to make 'discussion toolbox'. In 

addition, this study introduced the ways how to discuss. This paper can not 

show the whole picture of 'discussion toolbox'. However, it can provide key 

concept and useful ideas for librarians and discussion leaders to proceed 'One 

Book, One City' campaign in Korea.

1. 들어가며 

미국 시애틀에서 1998년에 시작된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

동(이하 ‘한 책’ 운동)은 2008년 재까지 미국의 모든 주와 캐나다를 비롯하여 

유럽, 호주의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다.3) 국내에서도 2003년 이후 서산을 

시작으로 여러 도시에서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다. 한 권의 책을 통하여 지역사

회에서 다양한 토론을 발하고자 하는 이 운동은 시민들로 하여  ‘독서’를 

‘문화’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시 에서 독서운동의 새로

운 지평을 열고 있다. 

국내에서도 5년 이상 진행된 ‘한 책’ 운동에 해 새로운 평가  구체  추

진 략이 필요한 시 이다. 무엇보다 ‘한 책’ 운동을 수행하는 실무진  주요 

참여자에게 좀더 실질 인 도움이 되는 자료집과 운 지침의 제작이 시 하다. 

즉, ‘한 책’ 운동 ‘독서토론도움자료(discussion toolbox)’의 제작과 배포를 통하

여 이 운동의 의의와 목 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도서선정의 원칙  과정을 

안내해 으로써 ‘한 책’ 운동을 홍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

할 필요성이 증하고 있다. 아직 지역사회에서는 이 운동이 무엇인지조차 인

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혹여 참여할 의사가 있다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망설이는 시민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 동안 ‘한 책’ 운동의 성과  발 방안에 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다.4) 

3) http://www.loc.gov/loc/cfbook/onebook/ [cited 2008.11.25]

4) ‘한 책’ 운동과 련하여 수행된 학술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외 사례를 심으로,”《한국문헌정보학회

지》제38권 제3호(2004.9), pp.45-66; 윤정옥,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

향과 특성의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39권 제3호(2005.9), pp.27-44;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41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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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일반 인 논의보다는 우리나라 지역사회와 도서 에서 

‘한 책’ 운동을 추진하는 데 실질 으로 참조될 수 있는 부분에 을 맞추었

다. 즉, 이 연구는 ‘한 책’ 운동의 특징과 장 을 짚어보고 구체 으로 독서토론

도움자료를 심으로 그 구성요소  작성과 련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까지 국내 일부 도시에서 선정도서  작가 소개, 로그램 안내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독서토론도움자료’를 책자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 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 사서들의 서지

기술과 독서안내능력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사회의 맥락과 독자들의 시선을 반

하여 지속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서토론도움자료에는 시민들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토론을 발할 수 있도록 질문 형태의 구체 인 

논제들을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토론도움자료는 통일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선정도서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책’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운 진

의 독창성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이러한 독서토론도움자료가 토론방식과 논제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창의 인 자유토론을 오히려 제한한다는 비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화와 

토론의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독서토론도움자료

는 가  많은 시민들이 선정도서를 읽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시민들이 

각자 련 주제에 해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 보

조 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도서  토론주제 설정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체과정을 개방하고, 시민들이 직  사회자 

는 패 이 되어 토론을 이끌어 보는 기회도 제공하여 참여의욕을 고취하는 것

도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독서토론도움자료는 ‘한 책’ 운동의 심이 되는 선

정도서와 토론과정에 한 한 안내역할을 할 수 있다. 

호(2007.3), pp.5-32. 윤정옥,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천  과제: “책 읽는 청

주”의 사례를 심으로,”《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42권 제1호(2008.3), pp.63-81; 이용

재, “부산북스타트의 개양상과 발  방안: 국내외 도서 운동과 독서운동의 지평

과 련하여,”《한국민족문화》제25집(2005.4), pp.429-460; 이용재, “한국 독서운동의 

단계와 망: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심으로,”《한국비블리아학회지》제17권 

제1호(2006.6), pp.5-25; 이용재․황은주,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황과 

망,”《국회도서 보》제43권 제7호(2006.8), pp.37-46: 이용재, “‘한 책, 한 도시’ 운

동의 단계와 발 략”,《한국도서 ․정보학회지》제39권 제3호(2008.9), pp.247-265;  

조미아, “한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한 고찰: 서울의 ’한 도서 , 한 책 읽

기’ 운동을 심으로,”《도서 》제62권, 제2호(2007.12), pp.7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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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한 책’ 운동의 개념과 특징에 해 정리한 뒤, 독서토론도움자료

의 개념과 특징에 해서 상술하 다. 

2.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2.1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개념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이하 ‘한 책’ 운동)은 한 지역사

회에서 선정된 ‘한 책’을 심매개로 삼아 시민들이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

여 각종 사회  문제에 한 성찰을 얻고 공동체문화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인쇄매체로서의 책을 단

순히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연계되는 문화 활동으로 확

되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도시 체가 책 읽는 즐거움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에 한국도서 회의 시범

사업으로 처음 서산에서 시작된 이후, 여러 도시가 각자 이 운동을 추진하여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 책’ 운동은 공통 으로 기과정에서 무엇(어떤 책)을 읽고 이야기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시기에서부터 시민들의 공감 가 형성되거나 어떤 문제(이슈, 

토론거리)가 사회 으로 내재하고 있다. 한 국내외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도시 규모의 지역사회에서 개되고 있고, 공공도서 이 속한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의 극  인 지원과 조가 이 운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 한국도서 회가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지원 

상으로 선정되면서 지역의 독서문화진흥과 도서 을 통한 지역단  지식기반 

조성을 하여 추진한 ‘지역사회단  독서 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한

국도서 회와 서산시는 우선 미국과 캐나다 등 국외에서 성공 으로 활성화되

고 있는 ‘한 책’ 운동을 면 히 검토하고, 국내의 사회 실과 문화 환경에서도 이 

운동이  정착될 수 있는지를 타진하 다. 이후 디지털시 에서 ‘다시 책으로’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한 책’ 운동은 다양한 문화 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독

서를 문화로서 향유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운동으로 소개되었으며, 국내에

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매년 심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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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까지 각 도시에서 개별 인 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정책․기

획, 산․후원․모 , 로그램․마  등 여러 면에서 문성과 사회  기반

을 다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운동의 본래의 목 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공공도서 이 ‘한 책’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의 구심 으로 활용되고 도서   사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국

내에서는 아직 ‘한 책’ 운동의 장 과 매력이 도서 마 의 효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내 여러 도시에서 개별 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책’ 운동의 황, 개방식, 특성 등을 비교․분석하고 이 운동의 건강한 발

을 한 요소들을 악하고 이와 련한 정보를 국 으로 공유하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회도서  도서센터에서｢‘한 책’ 읽기 로젝트(One Book 

Reading Promotion Projects: community-wide reading programs)｣를 통해 집

 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  유럽의 각 지역에서 수행되는 ‘한 책’ 

로젝트의 체 등록리스트(‘One Book' Projects Listed by State)와 각 지역에

서 ‘한 책’으로 선정된 도서의 작가별 리스트(‘One Book' Projects Listed by 

Author)를 한 에 보기 쉽게 집계하고, 각 사이트로 연결해 으로써 로그램 

진행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5) 

한편 미국도서 회에서도 ‘한 책’ 운동을 공공도서 의 요한 로젝트의 

하나로 정하고, 매년 주제 컨퍼런스 ‘One Book, One Conference’를 열어 각 지

역의 사례발표를 하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한 책’ 운동의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사업평가  진단을 

실시하고 공개함으로써 ‘한 책’ 운동의 개선방안을 지속 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미국공공도서 회(PLA: Public Library Association)와의 

긴 한 조아래 ‘한 책’ 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산의 편성에서부터 

로그램 기획, 단계  진행, 포스터․홍보물 작성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 ‘독서토론도움자료(discussion toolbox)’와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는 인쇄․오

디오 자료 등을 별도로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거나 매함으로써 ‘한 책’ 운동 

운 진에게 실질 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6)

국내에서도 한국도서 회에서 ‘한 책’ 운동 공식도메인7)을 통해 ‘한 책’ 운

5) 로젝트 등록리스트<http://www.loc.gov/loc/cfbook/onebook/>

  선정도서 작가리스트<http://www.loc.gov/loc/cfbook/onebook/authorlist.php?Letter=A> [cited 2008.11.25]

6) http://www.ala.org/ala/aboutala/offices/ppo/programming/onebook/index.cfm [cited 2008.11.25]



도서관 Vol.63 No.2 (2008년 12월)  53

동에 한 기본 인 소개와 함께 2003년 시범사업 이후 재까지 ‘한 책’ 운동

을 펼치고 있는 주요 도시의 ‘한 책’ 운동 사이트를 링크하여 국 사례들의 연

계를 한 발 을 마련하고 있다. 

<표 1>에서는 2003년 서산과 순천에서 시작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도시

에서 시작된 로젝트를 지역과 시행규모  운 주체를 심으로 집계하 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서산, 순천, 부산, 서울, 원주, 익산, 청주 등 여러 도시에서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연속해서 다양한 로그램들을 개하

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 울산을 비롯한 여타 도시들이 이 운동을 시

작하기 해 많은 심을 가지고 있으며, 로그램 연구를 꾸 히 진행하고 있다.

<표 1>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 황

시작연도 지역 시행 규모 운 주체

2003
서산 도시 체 서산시립도서

순천 도시 체 순천시청

2004

부산 도시 체 부산시립시민도서

서울 구단 서울문화재단

원주 도시 체 원주평생교육정보원

익산 도시 체 익산시립도서

2006
청주 도시 체 청주시립도서

포항 도시 체 포항시립도서

2007

김해 도시 체 김해시청

주 도시 체 새마을운동 주지회

양양 군단 새마을운동 양지회

김천 도시 체 새마을운동 양지회

2.2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특징

이 운동의 목표이자 표 인 특징은 ‘한 책’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기획과 

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토론문화를 유도한다는 이다. 참여자

는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 작가의 문제의식, 

7) 이 사이트는 한국도서 회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며, 재 부산의 문화컨설 회사

인 (주)코아섬이 리하고 있다. <http://www.onebook.or.kr> [cited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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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정치․사회․경제 문제에 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뿐만 아니라, 그

와 연 된 화, 연극, 시회 등과 같은 다른 로그램  이벤트에 참여함으

로써 독서활동이 오감과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  체험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험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한 책’ 운동의 운 주체는 부분 공공도서 이며, 사서와 ‘도서

의 친구들(Friends of Library)’이 주도 인 안내자가 되어 지역사회 구성원

들을 책의 오아시스로 이끌고 있다. 사서들은 자신들의 서지기술과 네트워크 

조직능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의 바다에서 항해할 때 나침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독서토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한 ‘한 책’ 운동의 기획, 도

서 선정, 작가 청, 독서토론회 활성화, 각종 문화행사 비 등 종합문화기획

가로서 활동 역을 넓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서 과 사서는 이용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 인 자세에

서 탈피하여, 시민들을 독서토론의 세계로 이끄는 능동 인 자세로 환하여 

고객이 고 의 독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망된다. ‘한 책’ 운동

의 체과정에 사서가 극 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식기반시 에서 사서가 도

서 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도서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운동은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ㆍ기 ㆍ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시민들의 범 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사

회의 공동체문화  독서인 라 조성에 효과 으로 기여할 때 성공 으로 평가

될 수 있다.

‘한 책’ 운동에서 특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해 시민들의 욕구를 

가  충분히 반 하여 창의 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한국도서 회에서 각

종 보고서, 도서 회, 도서 연감 등을 통해 ‘한 책’ 운동의 사례들을 보고하

고 평가하고 있으며, 한 이 운동을 시행하는 각 도시에서도 워크 , 심포지

엄,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 운동의 개과정  결과에 해 발표하고 평가하

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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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서토론도움자료

3.1 독서토론도움자료의 개념8)

‘한 책’ 운동은 개인의 내면 인 행 인 독서활동을 공 의 세계로 이끌어내

어 토론을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의 주요 요소이자 시작과 끝은 ‘토론’이다. 그러므로 상도서의 

선정 기 으로 개 훌륭한 고 , 건 한 양서 등의 기 보다는 시 와 지역

사회의 문제에 련된 사회  의제를 다루고, 각양각색의 시민들에게 도발 인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이라는 기 이 제시된다. 이 운동은 시민들

이 화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작가의 문제의식을 공

감하거나 비 하면서 성찰을 얻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사회의식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운동은 시민사회 반을 아우르는 다

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조직하고 다양한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궁극

으로 책을 통해 지역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장문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그러나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그 힘을 발휘하는 독서토론

을 유도한다는 것은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 까지 ‘한 책’ 운동의 사

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체 으로 실무자들과 참여자들이 ‘한 책’ 운동의 취

지와 목표에 한 충분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의무감이나 수동  자세를 가

지고 참여하는 상이 많이 보인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나 

다른 기 들의 자발  참여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 책’ 운동에 참여한 실무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 책’ 운동의 개선방향으로 이  운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 훈련, 집

이고 효과 인 홍보, 련 문가의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9) 따

라서 연 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산을 미리 편성하고, 사업을 주 하는 실무

8)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독서토론도움자료’라는 용어는 국내외에서 ‘Discussion 

Guidebook’, ‘Discussion Guides’, ‘Discussion Pamphlet’, ‘독서토론 워크북’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미국 시애틀, 시카고 등에서  이 운동이 시작될 때 한 책을 읽은 후 

진행되는 토론에 한 방식과 차를 강조한 여러 가지 안내를 담은 도구상자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Discussion Toolbox’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이를 ‘독서토론도움자료’

로 번역하여 사용하 다. 

9) 이용훈, “2005 책 읽는 서울 ‘한 도서  한 책 읽기 운동’ 사업추진경과  평가”, ｢2005 

책 읽는 서울 사업보고서｣(2006.6), 1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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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문 인 컨설 과 실무지원 을 두어 사

업의 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 책’ 운동을 안내하고 토론활동을 지원하는 ‘독서토론도움자료’의 

제작은 이 운동의 운 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참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일반인들이 흔히 제기하는 “왜 굳이 한 권인가?”와 같은 

질문을 비롯한 여러 의문 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다양한 독서운동단체나 시민단체와 한 유 계를 유지하고, 지나

치게 계몽 인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 유연함을 발휘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

인층까지 골고루 참여하는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3.2 독서토론도움자료의 특징

국내외에서 ‘한 책’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례 도시들을 살펴보면, 

독서토론도움자료는 도시마다 조 씩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다. 어떤 도시에서

는 선정도서에 한 간단한 설명( 거리 요약)과 작가(약력  주요 작품)에 

한 소개를 심으로 독서토론도움자료를 간결한 형식으로 제작하는데, 어떤 

도시에서는 토론에 집 하여 주제  련 이슈들을 심으로 질문들을 자세히 

제시하는 팜 렛 형태로 제작하기도 한다. 한편, 틀에 박힌 정형화된 질문을 제

공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각자 자유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많이 할애하여 작은 책자형태로 제작하여 제

공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이 운동의 목 과 도서선정의 배경에 해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한다. 필자들

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에서는 ‘한 책’ 운동이 ‘원북원부산(One Book One Busan)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2004년 이후 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부산의 독서토론도

움자료는 2005년(김형경의 사람풍경 )과 2008년(박경철의 시골의사의 아름다

운 동행 )에 제작되었는데, 2005년의 경우는  토론거리를 질문형태로 제공하지 

않고 인상 인 작자의 을 발췌하여 소개하는 형식으로 다루었으며 2008년에

는 질문 형태로 토론거리를 제공하 다.10) 이상과 같이 각 도시마다 각기 다른 

구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체 으로 <표 2>와 같은 요소를 공통 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 에서는 이러한 공통요소들에 해 자세히 논의한다. 

10) 원북원부산 카페 <http://cafe.daum.net/onebookbusan>에는 ‘discussion toolbox’ 코 가 

있으며, 이곳에는 국내외의 특징 인 독서토론도움자료가 일부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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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독서토론도움자료의 구성요소

1) ‘한 책’ 운동의 정의와 목적 소개 

2) ‘한 책’의 선정기준 제시 및 선정과정 소개

3) 선정된 ‘한 책’의 줄거리와 작가 소개

4) 독서토론회와 문화프로그램 안내

5) 토론방법 설명 

6) 생각할 거리

7) 토론할 거리

8) ‘한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소개

9) 독서토론 모임과 공공도서관 소개

3.2.1 ‘한 책’ 운동의 정의와 목적 소개 

‘한 책’ 운동은 도서  주도형 ‘지역사회단  독서 로그램’의 하나로서, 기본

으로 시민들이 함께 읽을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다함께 읽고, 그것을 바탕

으로 함께 모여 개인의 일상  문제에서 사회  문제까지 확 하여 토론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연계하여 즐김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범

시민 참여형 독서운동이다. 이 운동을 통해 지역의 책 읽는 분 기를 진작하고, 

궁극 으로 ‘한 책’을 넘어 ‘여러 책’을 읽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책읽기의 

요성을 재인식하는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종합문화역량을 결집시키고 

지속해 나감으로써 시민․시민단체․지역사회간의 네트워크 형성  확충을 증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간다. 

이 운동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매년 한 책을 선정하여 읽고, 선정도서의 

작가가 쓴 다른 작품 는 유사한 주제를 다룬 다른 작가의 책을 읽고 공통된 

심사에 해 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발하고자 한다. 작품의 선정기 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하는데, 다

시 말해 ‘좋은 책(良書)’이라는 기 보다는 ‘토론하기 좋은 책’이라는 기 이 최

우선 으로 고려된다. 도서 선정을 해 참여자인 시민의 의견을 직  반 하

기도 하고, 기획․운 자인 공공도서  사서 는 독서 문가가 선정기 을 

용하여 집  토론하여 최종 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선

정된 그 해의 ‘한 책’과 련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독서토론회, 작가와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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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화, 낭독회, 음악공연, 사진  등)가 펼쳐질 수 있도록 기획한다. 

3.2.2 ‘한 책’의 선정기준 제시 및 선정과정 소개

부분 한 해 동안 비하고 추진되는 ‘한 책’ 운동에서 가장 먼  진행되는 

것은 도서를 선정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주민의 정서와 감정을 잘 

악하고, 그 해의 지역사회 이슈가 무엇인지를 악하는 일이 요하다. 행여 어

느 특정인 혹은 특정 그룹을 한 편 인 선입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추진의 편리성이나 성과 주로 흘러가서도 안 된다. 아울러 화와 토론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자칫 독서를 강요하는 계몽주의 운동으로 

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각 도시에서는 ‘한 책’을 선정하

는 기 들을 특색 있게 제시하고 있다. “왜 굳이 한 권의 책이어야 하는가? 선

정기 은 도 체 무엇인가?” 등 선정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이나 부정  개입 

등의 개연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어하기 해서 반드시 선정기 을 명백히 밝

 두어야 한다. 도서의 선정기 은 그 문학  작품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그 

지역 시민들이 이끌어 낼 토론에도 합해야 한다. 아직 이 운동에 한 충분

한 이해가 부족한 시 에서 단순하게 일부 계층에 한정되거나, 인 인기

를 차지하는 베스트셀러 주로 흘러가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선정과정에서 주의할 은 ‘한 책’ 운동은 단지 책에만 한정되어 진

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이 운동이 기단계임을 고려하여 내용면에서 다루

기 쉬운 책을 선정하여 가  많은 시민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다. 이를 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심에 의해 선정되어

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시민의 호응이 어 운 진과 문가의 의견이 주

로 반 되는 경향도 있다. ‘한 책’ 운동의 도서선정 과정에서 처음부터 어린

이․청소년․성인용으로 연령별로 구분하거나, 지정된 주제와 련하여 여러 

작가의 책을 함께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로 인

해 모든 세 ․계층을 아우르는 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참

여하고 함께 즐기게 한다는 ‘한 책’ 운동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책’ 운동의 근본 인 목 과 취지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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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선정된 ‘한 책’의 줄거리와 작가 소개

이 부분에서는 선정도서의 배경이나 장르에 한 설명과 함께 간략한 거리

를 제시하고, 작가에 한 설명(인터뷰 포함)을 곁들여 제공한다. 이 부분은 아

직 책을 직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선정된 ‘한 책’에 한 기 인 사

실이나 배경을 알리는 동시에 이 운동의 취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

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간단하게라도 

제시를 하는 것이 좋다. 

지 까지 주요 도시에서 선정된 도서들을 발행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래된 고 보다는 체로 비교  최근에 발행된 작품을 선호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되도록 최근 작품들을 선정함으로써 사회  이

슈나 시사문제 등 시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토론주제를 제공하고, 한 

생존하는 작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 등 문화행사와의 연결을 고려한 것으

로 보인다. 

<표 3>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 선정도서 발행연도 분포 (2008년 집계)

출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종수 3 1 1 6 8 1 4 7 5 4 1 39

한 주요 도시에서 선정된 도서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체 으로 인의 정서  안정감과 함께 세  간의 이해를 불러일

으킬 수 있는 주제를 선호하는 에세이  소설류가 많고, 아이들에게 독서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동화류가 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시

에 최근 지역사회와 련되는 이슈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독서와 토

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을 토론의 장으로 모이게 하 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를 들면 부산(2005년 사람풍경 , 2006년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과 원주

(2005년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의 경우, 당시 사회  논의를 일으키기에 알

맞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한 책’ 운동이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지기에 합했

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참여하기에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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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정도서 작가 출 사 출 연도

서산

2003 마당을 나온 암탉 
2004 문제아 
2005 낙원? 천사? 
2006 연어 
2007 남한산성 
2008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황선미 
박기범 
윤흥길 
안도  
김  훈 
한비야

사계  
창비 
민음사 
문학동네 
학고재 
푸른 숲

2002 
1999 
2003 
1998 
2007 
2005

순천

2004 등  
2005 스무살 어머니 
2006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2007 연어 
2008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임철우 
정채  
안미란 
안도  
한비야

문학과 지성사 
샘터 

창작과 비평사 
문학동네 
푸른 숲

2002 
2001 
2001 
1998 
2005

부산

2004 괭이부리말 아이들 
2005 사람풍경 
2006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07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2008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김 미 
김형경 
공지  
김 근 
박경철

창비 
아침바다 
푸른 숲 
사회평론 
리더스북

2001 
2004 
2005 
2006 
2005

서울 
(강남)

2004 나의 아름다운 정원 
2005 나비 
2006 늘 푸른 나의 아버지 
2007 엄마의 마흔번 째 생일 
2008 철새지킴이 노빈손 한강에 가다

심윤경 
안도  
황선미 
최나미 
박경수

한겨 신문사 
리즈앤북 
두산동아 
청년사 
뜨인돌

2002 
2004 
2001 
2005 
2007

원주

2004 좁  한 알 
2005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2006 배려 
2007 정리편지 
2008 숨 쉬는 도시 꾸리 바  

최성  
김병렬 
한상복 
배유안 
안순혜

도솔 
사계  
즈덤하우 
창비 
란자 거

2004 
2000 
2006 
2006 
2004

익산

2004 연어 
2005 도 하늘말나리야 
2006 수일이와 수일이 
2007  아름다운 친구야 
2008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안도  
이 이 
김우경  
원유순 
최나미

문학동네 
푸른책들 
우리교육 
푸른 책들 
청년사

1998 
2002 
2001 
2006 
2005

청주
2006 압록강은 흐른다 
2007 나의 아름다운 정원 
2008 삶과 문명의 부신 비 , 열하일기

이미륵 
심윤경 
고미숙

계수나무 
한겨례 
아이세움

2002 
2002 
2007

어려운 주제를 다루지 않았나 하는 도 지 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마다 제시한 도서선정기 에 따라 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다

각도로 반 하여 그 해의 도서를 선정하는데, 그 해의 선정도서와 연계되는 문

화행사에 따라 독서토론도움자료 제작에서 창의성과 차별성이 요구된다. 

<표 4>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 사례 도시의 선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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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정도서 작가 출 사 출 연도

포항
2006 마당을 나온 암탉 
2007 잃어버린 여행가방 
2008 귀신고래

황선미 
박완서 
김일

사계  
실천문학사 
내 인생의 책

2002 
2005 
2008

김해 2007 제4의 제국 최인호 여백 2006

김천 2007 경청(마음을 얻는 지혜)
조신 ,
박 찬

즈덤하우스 2007

주 2007 종이밥 김 미 낮은 산 2002

양 2007 만화삼국지 이문열 아이세움 2001

3.2.4 독서토론회와 문화프로그램 안내

독서  토론회 활동은 ‘한 책’ 운동의 핵심 인 로그램으로 다양한 독서모

임이 참여하는 독서토론회(기존 독서회를 심으로 하기도 하고, 3명 이상으로 

새로 결성되기도 함)와 작가강연(토론)회를 극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에서

는 사서가 자신들의 서지기술과 네트워크 조직능력을 바탕으로 주도 인 기획

자  안내자가 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해 독서토론도움자료를 제공

하기도 하고, 작가를 청하여 토론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계

하여 펼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 을 심으로 하여 구성된 

운 주체가 작가와의 만남이나 시민토론회, 낭독회, 연극, 음악회, 사진  등의 

행사를 벌이기도 하고, 선정도서를 바탕으로 한 라디오․TV 로그램 혹은 

화를 활용한  다른 로그램들을 제공하기도 한다.11)

11) 시카고의 경우, 앵무새 죽이기 와 부산의 경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을 로 

들 수 있다. 즉 ‘한 책’으로 선정된 후에 독서와 함께 연계된 행사로 화를 본 다

음 자신의 느낌을 는 행사나 자신들만의 화 포스터  캐스 작업을 하기도 

한다. 한 화와 소설을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여 화와 소설의 차이 을 알도

록 하고 이를 토론에 반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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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원주의 ‘한 책, 한 도시’ 운동 문화행사 기획안 

행사명 의 미 형 태 주 

독후감상문 독서생활화 응모 교육청, 추진 원회

독서신문 가족 다함께 책을 읽고 토론 응모
원주투데이 

추진 원회

독서엽서 그림으로 독서를 표 응모 미술 회 추진 원회

축

제

참

여

한지문화제

지역축제와 연계해 원북운동과 

선정도서 홍보  시민참여유도

리 렛배포 

도서 매

4행시짓기

독서퀴즈

책갈피만들기

정보

홍보 원

추진 원회

책사랑

따뚜

백일장 독서동기부여  표
특정장소에서 직  

작성제출
문인 회 추진 원회

홈

페

이

지

토론회
독서동기부여와 토론문화 형성

온라인/오 라인

추진 원회

토론마당

온라인

100자평
독서효과 증진

4행시

독서퀴즈 독서효과 증진

정의내리기  독서동기부여

사랑의 책 

릴 이
독서운동 확산 보상

자원 사

추진 원회

작가와의 만남 선정도서에 한 심과 이해 소규모강연회
내 도서

추진 원회

 

그러나 ‘한 책’ 운동에서 이처럼 요한 역할을 하는 독서토론회와 문화행사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실 으로 부분의 ‘한 책’ 운동의 로그램이 

9월 ‘독서의 달’과 10월 ‘문화축제’와 복되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

획과 홍보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실제 로그램들이 

단기간(9～10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분 한 해 동안 비하고 개되는 

이 운동(도서선정 → 독서 → 토론회 → 문화행사)이 독창성과 창의성을 발휘

하는 독립된 로젝트로 발 되지 못하는 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도서추

천과 선정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한 책’ 운동에 집 으로 심을 모으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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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독립 으로 로그램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2) 즉 ‘한 책’ 운동 로그램 추진일정을 상세히 기획하고, 각 문화

행사에 해 그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각자의 업무분담과 책임

을 확실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 ‘한 책’ 운동을 장기 으로 지속하기 한 재정을 정부 산에만 의지하

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극  정책․ 산 지원뿐만 아니

라, 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의 기 을 지원받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는 시민과 단체로부터 ‘한 책’ 운동에 한 정 인 평가를 얻어내는 것이 

시 한 선행과제가 될 것이다. 출 업계와 문화단체 등에 이 운동의 장 을 최

한 홍보하여 함께 선정도서의 배 을 지원하게 하거나, 문화 로그램을 연계

하도록 유도하는 극  마 략도 필요하다. 한 지역의 행정조직장과 사

회지도자층을 심으로 이 운동의 취지를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직․간 으

로 재정  참여나 후원이 가능하도록 련정책을 폭넓게 마련해둘 필요가 있

다. 더불어 ‘한 책’ 운동을 담하는 별도의 기 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해 련정책 수립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3.2.5 토론방법 설명

독서토론도움자료에서는 ‘토론’하는 방법에 해서 구체 으로 설명하고, 그 

개 방식에 해 상세하게 서술하기도 한다. 이 운동은 책읽기 과정에서 혼자

보다는 여럿이 함께 책의 주제  련내용에 한 이해를 높인 뒤, 각자의 견

해를 표 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해 독서토론도움자료에서 토론의 개념, 형식  차에 해 구체

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한 선정도서에 한 배경지식, 책 속의 내용(인물, 배

경, 스토리 개 등), 혼동되거나 이해하기 힘든 상징, 실 생활과 련된 사

항, 연 되는 사회  이슈 등과 련하여 구체 인 질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여

기서는 토론이 무엇인가에 한 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의 모형13)에 해 소개

하고, 원주의 독서토론 워크북을 참고하여 원북의 토론모형을 정리하 다.  

12) 이런 종류의 문화 로젝트들이 특성화되어 그 지역을 외 으로 리 알리고 홍

보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국의 헌 책방 마을 ‘헤이온와이’가 책을 통한 도시

특성화를 극 화시킨 표  이다. - 리처드 부스, 이은선 역, 헌책방마을 헤이

온와이 ,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3.

13) 구체 인 독서토론의 유형  차에 해서는 원주 독서토론 워크북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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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식

토의모형

 ① 안내  규칙 소개

 -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하기 

 - /아니오에 한 이유를 말하기

 - 주제를 벗어나지 않기  

 -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서로 질문하기

 - 발언권을 독 하지 않기  

 -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허용하기

 - 책에 한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기

 - 자신의 경험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기

 ② 생각의 방향 제시

 - 배경 지식에 련된 질문에 해 생각하고 토의하기

 - 책 속의 내용과 련된 질문에 해 생각하고 토의하기

 - 책의 내용과 실의 생활과 련된 질문에 해 생각하고 토의하기

 ③ 반성하기

 - 토의를 알차게 하기 해 얼마나 노력했나?

 - 내가 본 다른 모둠원의 참여 정도는?

 - 좀 더 나은 토의를 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① 이야기식 토의모형: 자연스러운 분 기에서 하는 토의방법으로, 마치 카

페에서 차를 마시며 화를 나 는 것과 같은 분 기에서 토의하도록 유

도하는 방법이다.

② 통합  토의모형: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이해력을 검하고 해석하는 능

력을 신장시키기 해 토의활동 속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종합시

켜 놓은 방법이다.

③ 토의망식 토의모형: 내성 이거나 자신의 생각을 선뜻 잘 드러내지 못하

는 구성원 구나 이야기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

로, 찬반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시각 으로 드러내고, 짝과 먼  

토의한 후 모둠 토의를 하는 방법이다.

④ 패 토론: 배심토론이라고도 한다. 특정 문제에 하여 개인 는 단체에

서 문가 는 책임자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입장에서 토론하는 것이다. 

4～6명의 배심원(패 )과 청 , 그리고 사회자로 구성된다.

<표 6> ‘한 책’ 운동의 독서토론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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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토의 모형

 ① 읽는 목 을 정하기

 ② 읽는 목 과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 해 읽기

 ③ 독서노트에 책을 읽어 나가면서 혼동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부분

과 자신의 의견을 <토의 > 란에 는다.

 ④ 토의하기

 ⑤ 독서노트 <토의 후> 란에 혼동되거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한 생각의 변화와 이 책이 주는 교훈을 자세하게 쓴다.

토의망식

토의모형

 ① 읽기 한 비

 ② 찬반표 작성하기

 ③ 상반된 견해를 가진 짝과 토의하기

 ④ 의견 일치를 본 짝끼리 다른 짝과 짝이 되어 토의하기

 ⑤ 후속 활동: 토의를 끝낸 후, 독후 일지에 자신의 짝이나 모둠원 

의 한 사람을 택해서 편지를 쓰듯이 자신의 견해를 달하는 

을 쓴다.

패 식

토의모형 

 ① 사회자가 토론회의 발제를 소개하고, 토론참여자를 소개한다.

 ② 토론의 진행방법에 해 간략히 소개한다. (발언 순서, 제한시간 등)

 ③ 찬반토론회의 경우, 찬성과 반  의견을 각각 번갈아 가며 듣는

다. → 임의의 순서로 각자의 의견을 선택하여 들어볼 수도 있고, 

순차 으로 청취할 수도 있다.

 ④ 토론자의 찬반의견(주장과 근거)을 각각 정리해 어본다.→ 찬성

과 반 측의 주장을 정리한 다음 각각의 주장과 근거가 되는 내

용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⑤ 남의 견해를 경청하고 비 으로 분석한 후, 자신의 입장을 정리

하여 직  토론에 참여한다.→ 자신의 의견에 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사 에 련 자료를 충분히 검색하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 자신감 있게 발표한다.

3.2.6 생각할 거리

토론 시작 에 미리 제시된 자료(책, 논문, 안내자료 등)를 충분히 숙지한

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련 자료를 검색하고, 참고사이트를 방문하여 보충

심화 자료( 련 뉴스, 동 상 자료, 화 등)를 활용하여 폭넓은 시야를 유지하

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 책’을 매개체로 참가자 자신이 느끼고 깨달

은 바를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한다. 

일부 지역의 독서토론도움자료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해 구체 인 질문들을 

직  제공하기도 한다. 참가자에게 던지는 생각거리를 작성하기 에 우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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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운동에 참가하게 될 상에 해서 상세히 악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

법은 각 연령별에 맞춰 생각할 거리를 따로 작성한 뒤, 체 으로 모두 모여

서 질문들을 제시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연령별로 제시되는 생각할 거리에서도 

주제별로 나 어서 다양하게 근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 물론 제시되는 질문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므로 아동의 경우 10문제 정

도, 청소년  성인의 경우 15～20문제 정도가 당할 것이다.

3.2.7 토론할 거리

개의 경우, 생각거리가 바로 토론거리가 된다. 생각거리의 경우 참가자가 

자신에게 용하여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좀더 좋은 질문도 있을 것이다. 이 요소는 참가자

가 가족이라는 한정된 사람의 범 를 벗어나 다양한 배경, 생각,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여, 토론의 깊이와 폭을 넓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특히 시카고의 독서토론도움자료의 경우 “discussion questions and activities”

라는 코 에서 언어, 등장인물, , 배경, 구성, 상징 등 여러 항목을 자세하

게 제시하고 있는데, 다수 국내의 독서토론도움자료에서는 이러한 수 으로

는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토론거리의 제시에 있어서 토론집단의 연령을 

고려하는 것도 요하지만, 토론의 상도 명확히 구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

게 요하다.

3.2.8 ‘한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소개

선정된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함께 소개하는 것, 한 ‘한 책’으로 선정된 책

이 다루는 주제를 다양한 과 방식으로 근하고 있는 다른 작가들의 책을 

소개하는 것은 참가자로 하여  보다 넓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의 

토론을 풍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 해서는 여타 추천도서목록

처럼 서명과 자에 해서만 표기하는 것보다는, 책의 내용을 2～4 로 요약

하되 가  특징을 잡아 기술하고, 책의 표지를 함께 수록한다면 참가자들의 

호기심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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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독서토론 모임과 공공도서관 소개 

시민들이 동아리모임, 커뮤니티 게시 , 인터넷 카페  클럽, 오 라인 토론

회 등 다양한 형식의 화 는 토론에 극 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독서토론도움자료에서 각종 모임을 소개한다. 

학교, 직장, 지역, 사회단체, 도서 , 동아리별로 조직된 독서클럽을 소개한다. 

각 클럽의 구성원은 2～10명 정도로 구성한다. 모임별로 토론발문을 만들고 개

별 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표 클럽을 선정하고 표 클럽은 독서클럽 운  

워크  실시, 토론내용 홈페이지 올리기, 리  달기 등을 통하여 각 독서클럽이 

주기 으로 운 되고 있는지를 악하고, 독서클럽과 독서클럽 간 독서토론 활

동을 연계하여 체 독서토론 활동의 참여도를 악한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지역별 독서토론회  독서클럽 성격별 단  독서토론회, 독서클럽 표 

청 독서토론회, 작가 청 토론회, 시민 청 독서토론축제 등을 펼친 후, 지속

인 독서클럽 운 의 활성화를 한 독서토론회 운 방법에 해서도 구체

으로 명시해 다. 

물론 아직 토론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지 않은 국내 실에서 와 같은 

방식의 토론클럽 조직은 여러 가지 장애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토론

진행자 는 참여자의 독서토론능력 향상을 한 워크북제작이나 토론훈련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늘고 있다. 특히 실무자들

이 ‘한 책’ 운동 련 정보를 공유하고, 로그램 진행자로서 문 인 자질을 

갖추기 한 교육이 별도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독서클럽의 결성과 망라  연 가 쉽지 않은 국내 실에서는 공공도

서 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독서토론의 장소를 제공하고 독서클럽 조직의 교두

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공도서 이 독서문화의 

일상 인 인 라로 기능하는 단계에서 ‘한 책’ 운동을 개하는 것은 더욱 바람

직하다. 따라서 독서토론도움자료에 지역의 공공도서 들에 한 간략한 안내

를 제공하는 것이 요망된다. 단순한 팜 렛 형식이 아니라 매력 인 디자인의 

도서 지도, 지역특성을 반 하는 로고, 각 도서 의 ‘한 책’ 운동 련 문의처 

 담당자, ‘한 책’ 운동 련 공식․비공식 인터넷사이트 등을 수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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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며 

국내의 ‘한 책’ 운동은 재까지 5년 이상 개되고 있지만, 이 운동을 도서

마 의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에서 고드는 략을 펼치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 아직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독서토론도움자료만 비교해도 내용과 형식

에서 국내와 외국은 상당한 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한 책’ 

운동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공공도서 과 사서들이 문 인 안목을 기르고 

이 운동을 기획하고 운 하여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범 하고도 자발 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거쳐야할 단계도 많고 구체 인 략도 계속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없는 것이 있다. 바로 0%에 육박하는 문맹률이

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국내 독서 인구가 고 그것도 어드는 실정이지만, 

어떻게든 ‘한 책’ 운동이 확산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어린아이부

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한 한

국 사회에서의 정보기술  인터넷의 발 과 확산은 역으로 독서에 한 요

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즉, 종 에는 사람들에게 책에 한 정

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책에 한 수요가 은 양상이었다면, 인터넷을 통한 도

서 과 서 에 한 정보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 독서욕구가 

증하는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책을 개인 으로 읽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던 

독서행 가 다양한 도서  네트워크와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생각과 의견을 공

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디지털시 의 개가 반드시 ‘책’과 ‘도서 ’으로의 복귀를 의미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란한 상문화와 짧고 유희 인 쓰기는 ‘지속 인 

독서(sustained reading)’과 단계  독서활동, 도서 을 통한 토론활동에 부정

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 에서 도서 과 사서가 종 의 

리 주의 도서  운 과 독서 로그램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책의 세계와 콘

텐츠에 뛰어들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토론활동을 극 으로 유도하거나 지

원하는 것이 실히 요망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필자들은 ‘한 책’ 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 책’ 운동을 효

과 으로 추진하기 한 요한 도구인 독서토론도움자료에 해 정리하고자 

하 다.  이 이 제공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연구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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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이 국내 여러 곳에서 개되고 한 앞으로 추진될 ‘한 책’ 운동에 실

용 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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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 초  록 >

장서개발은 정보자료를 수집․정리․보존․서비스하는 일련의 도서  업무 

 첫 단계로 도서  업무의 출발 이다. 특히 학교도서 의 경우 장서의 질은 

곧바로 도서 의 교수-학습 센터로서의 수 을 평가할 수 있는 결정 인 요소

로 작용한다. 학교도서 에서의 장서는 학생들 스스로 정보를 활용하여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한 가장 요한 도구이

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의 학교도서 은 사서교사의 부재, 담당교사

의 비 문성과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장서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장 자료

1) 삼성여자고등학교 사서(qkrrnldo@nate.com)

2) 부산 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dchang@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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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한 그 자료가 오늘의 학교 실에 맞는지 

검증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 인 찰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 의 

장서개발 과정을 악하고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분석

하여 경험 , 실천  문제들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도서  장에서 

체계 으로 장서를 개발하기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 다.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ge of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 in school libraries through case study to a particular 

school librray. Library Collection is the primary element of a library and 

collection development is the starting point of librarians' duty. We recognized 

the problems observed in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 in the case school 

library and discovered the widespread obstacles restraining the future 

development.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aging book collections, lack 

of diversity in the form of materials acquired, imbalance in subject 

distribution, and the imbalance in circulation are identified based on statistics. 

In the qualitative approach, various problems are found in the user survey, 

which has three categories: selection of books, acquisition, evaluation and 

weeding. Suggestions are to be added: collection development duty can not 

be fulfilled by a librarian alone. The librarian should penetrate into teachers' 

territory in order to enhance the school library. In addtion, professionalism of 

a librarian should attain eminence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the role of a 

school librarian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blems from 

developing collection in school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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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단순한 암기나 이해능력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

고 분석, 종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 주도 인 평생

학습 능력을 요한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학교도서 도 다양한 교육개  방안들을 실 하고 구체화할 주요 기반으

로서 교육지원의 역할로부터 능동 인 학교교육의 주체로의 변화를 기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2003-2007)’이 

계기가 되었는데, 이 사업 시행으로 국 4,898곳의 학교에 도서 이 설치되었

다.3) 사업의 결과, 도서  운 시간과 로그램, 장서와 도서  이용 등의 면에

서 효과가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활성화 사업 산이 시설투자에 집 되어 장서

의 확충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한 과 장서구성에 있어서의 불균형의 문제  

등이 지 되기도 하 다.4) 

여기서 연구진은 도서 의 가장 핵심 인 자원인 ‘장서’의 문제에 집 하

다. 장서는 학교도서 의 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척도이다. 멋진 도서 을 개

하여 학생들의 발걸음이 잦아들지만, 이들은 여 히 책이 없다고 말하거나,5) 

서가 앞을 서성이다 그냥 가버리곤 한다. 무엇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일

까? 장서의 양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읽을 책이 없고 교사의 수업진행

이 어렵다면 과연 장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들

로부터 출발한다.

장서개발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서비스하는 일련의 도서  업무  첫 

단계로 도서  업무의 출발 이다. 특히 학교도서 에서 장서는 도서 의 교수

3) 지 까지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에 의한 학교 도서 의 설치율은 체 94.1%로 

등학교 91.4%, 학교 97.9%, 고등학교 97.9%이다.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ms_kor/civil/intro/qa/index.jsp

4) 곽철완, 장윤 . “학교도서  활성화 종합방안 효과에 한 분석”, 한국도서 ․정보

학회지. 37/4, 2006.: 6.

5) 2007년 재 · ·고 학생들 가운데 학교도서 을 이용하는 비율은 76.0%로 역  

최고이다. 학교도서 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읽을 만한 책이 없다’(46.0%)

는 이 가장 주된 이유이며, 그 다음은 ‘마음 로 이용할 수 없다’(6.9%), ‘ 출이 

불가능하다’(2.8%), ‘독서지도를 해주시는 사서 선생님이 안 계신다’(2.1%) 등 장서 

부족과 이용 상의 불편을 지 한다. (문화 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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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센터로서의 수 을 평가할 수 있는 결정  요소이며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한 가장 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의 학교도서 은 사

서교사의 부재, 담당교사의 비 문성과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장서구성에 어려

움이 있으며, 소장 자료가 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장서가 교육 실에 

맞는지 검증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도서 의 장서개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분석하여 경험 , 실천  문제들을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도서  장에서 체계 으로 장서를 개발하기 

한 시사 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하나의 도서 을 사례로 장서 황과 장서이용 황 그리고 장서에 

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양 연구와, 장서개발 업무의 실태를 경험 으

로 분석하는 질 연구를 병행하 다. 우선 장서의 양 황을 조사하기 하여 

연도별, 주제별, 형태별 장서통계를 살펴보고, 장서구성의 균형을 분석하기 

해 학교도서  장서 기 과 학교도서  주제별 장서비율 기 과의 비교를 통해 

사례 도서 의 장서 수 을 가늠해 보았다. 다음으로 학생과 교사들을 상으

로 설문과 면담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설문 배부는 2008년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도서 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모

두 172명의 학생에게 설문을 배부했으며 무성의한 답변 등은 제외하 다. 교사

의 경우 2008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설문을 배부하 는데 배부된 설문

은 68부, 회수는 51부로 회수율은 75% 다.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 학교도서  장서개발의 문제를 집 으

로 분석하고자 하 다. 우리나라 학교도서 은 일반 으로 동일한 법  제도  

장치에 의해 운 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본질 으로 동일한 규정에 의해 

운 되는 조직이 있을 때, 한 조직을 미시 으로 찰하여 얻은 결과는 자연스

럽게 다른 조직에도 용할 수가 있다고 본다.6) 사례 도서 의 장서개발 황

은 일반 으로 학교도서 이 직면하고 있는 자료선택 과정의  문제 을 그 로 

노정하고 있다. 

6) 김종성, 부산 학교도서  교육학 장서 연구, 부산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199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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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도서관 장서의 현황

2.1 장서구성 현황

2.1.1 통계에 의한 분석

우선 사례 도서 의 최근 3년간 연간 장서증가수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간 장서 증가량

531

1299
1523

12 34 700

500

1000

1500

2000

2005년 2006년 2007년

구입(권)

기증(권)

사례 도서 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장서증가는 약 1,150 여 권이다.  

2005년의 경우 구입 자료가 은데, 그 이유는 도서  활성화 계획으로 인한 

도서  이  사업으로 도서구입이 하반기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

입과 기증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구입 자료에 비해 기증 자료는 매우 은 편

이며, 학이나 기 에서 보내는 홍보자료 등이 부분이다. 

다음은 사례 도서 의 출  연도별 장서 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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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  연도별 장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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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연도별로 장서수를 악하는 것은 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노후

정도를 가늠해 으로써 장서의 활용도  폐기 정도를 악하기 함이다. 

1990년 와 2000년 의 도서가 16,000권 정도로 80%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

만, 1970년 와 1980년 에 발간된 노후 장서가 일부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림 3>은 사례 도서 의 주제별 장서 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주제별 장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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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불균형도 보이는데, 를 들어 체 19,205권  46.7%에 달하는 

8,984권이 문학류에 해당되어 문학장서의 비 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다.7) 이

7) 장서의 주제별 불균형은 비단 특정 학교도서 만의 상은 아니다. 곽철완과 장윤

은 부분의 학교도서 에서 문학에 집 된 주제별 불균형 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 내고 있다. (곽철완, 장윤 . “학교도서  활성화 종합방안 효과에 한 분석”, 



도서관 Vol.63 No.2 (2008년 12월)  77

에 반해 다른 주제의 장서비율은 한 자리 수에 머무르는데 이러한 상은 그 

동안 교양 독서  소설류에 편 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사례 도서 의 자료형태별 황인데, 비도서자료의 비 이 2%에 머

무르고 있어 자료구입의 부분이 도서자료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

여 다.

<그림 4> 장서의 형태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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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서자료

2.1.2 기준에 의한 분석

문가 집단에 의해 개발된 기 을 용하여 장서를 평가함으로써 도서 의 

장서를 자체 진단할 수 있으며, 도서 의 체 인 장서개발의 윤곽을 악할 

수 있다. 우선 최소한의 기 을 제시하고 있는 행 학교도서 진흥법시행령

(2008. 6. 19 제정)에서는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

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한국도서 회에서 제시하는 학교도서  장서 기 8)은 보다 구체 인데 아래 

표와 같다.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2006. pp.5-7). 

8) 한국도서 회 도서 기 작성특별 원회, "한국도서 기 ", 서울: 한국도서 회, 

2003.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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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교도서  장서 기

구분 장서종류 기본 장서수 연간 장서수 연평균 제   폐기율

등학교

도서 학생 1인당 5권 이상 학생 1인당 0.5권

기본 자료의 10% 이내

연속간행물 학교당 20종 이상

시청각자료 학생 1인당 3  이상 학생 1인당 0.3

자자료 학생 1인당 1  이상 학생 1인당 0.1

학교

도서 학생 1인당 10권 이상 학생 1인당 1권

연속간행물 학교당 30종 이상

시청각자료 학생 1인당 5  이상 학생 1인당 0.5권

자자료 학생 1인당 2  이상 학생 1인당 0.2권

고등학교

도서 학생 1인당 15권 이상 학생 1인당 1.5권

연속간행물 학교당 50종 이상

시청각자료 학생 1인당 7  이상 학생 1인당 0.7권

자자료 학생 1인당 3  이상 학생 1인당 0.3권

이 기 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도서는 학생 1인당 15권 이상이다. 사례 

도서 의 경우, 체 학생 수는 1,753명이며 도서  장서수는 19,205권이다. 학

생 1인당 장서수는 10.95권으로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시청각자료와 

자자료는 매년 구매계획이 없었으며 단행본의 딸림자료에 한하여 증가하

다. 이와 같은 상은 학교도서 이 인쇄매체 심의 자료실로 인식되는 결정

인 요인이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 2>는 한국도서 회에서 제시한 주제별 장서기 과 최근 3년간 사례도

서 의 자료구입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듯 재 사례 도서 의 주제

별 장서는 학교도서  장서기 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학 분야는 

25%를 정수 으로 보는 반면, 사례 도서 의 경우에는 약 46.7%에 해당하는 

장서가 문학 분야에 집 되어 있으며, 문학과 어학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분야

들은 장서기 에 미치지 못하는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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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제별 장서 황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수순 
과학

기술 
과학

술 어학 문학 역사 기타 계

주제별기 6 4 3 12 15 9 7 6 25 13 100(%)

2005년
2.5

(413)
3.0

(492)
3.6

(592)
8.4

(1364)
7.2

(1168)
4.7

(778)
6.3

(1030)
7.1

(1161)
47.4

(7733)
7.4

(1210) (184)
16279
(권)

2006년
2.6

(457)
3.4

(603)
3.7

(639)
8.4

(1467)
7.3

(1264)
4.8

(845)
6.3

(1110)
7.1

(1233)
47.6

(8326)
7.5

(1320) (256)
17612
(권)

2007년
2.6

(507)
3.7

(718)
3.7

(702)
8.4

(1622)
7.3

(1396)
4.8

(927)
6.3

(1201)
7.1

(1368)
46.7

(8984)
7.6

(1452) (328)
19205
(권)

  

<그림 5>에서 보듯이 재 정 수 을 과하는 문학류의 자료 구입은 조

씩 어들고 있으며 문학류를 제외한 다른 주제분야의 장서구입이 증가하는 추

세이다. 

<그림 5> 주제별 장서기  비 장서구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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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서의 이용과 만족도

2.2.1 장서 이용도 분석

장서이용 황은 담당사서의 업무일지를 기 로 조사되었다. 2007년 장서이용

황을 보면 장서 이용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한 집  상이 나타나는데, 

문학류의 장서 이용률이 체이용률의 6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사회과학, 역사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은 각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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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치지 못하는 수 이다. <그림 6>에 체 장서의 이용 황을 나타내었다. 

<그림 6> 장서 구성 비율과 이용 비율

62%

46.70%

0%

10%

20%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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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장서구성비율(%)

이용비율(%)

(26455권)

(8984권)

반면, <표 3>을 살펴보면 문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의 경우에 장서의 

이용비율이 장서구성 비율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실제 도서 에 갖추어진 

자료들이 고루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2007년도 주제별 이용 황

장서수 장서구성 비율 이용책수 이용비율

총류 507 2.6 645 1.5

철학 718 3.7 1393 3.3

종교 702 3.7 833 2.0

사회과학 1622 8.4 3465 8.2

기술과학 1396 7.3 1782 4.2

순수과학 927 4.8 1001 2.3

술 1201 6.3 1485 3.5

언어 1368 7.1 2237 5.3

문학 8984 46.7 26455 62

역사 1452 7.6 2749 7.0

계 19,205권 100% 42,045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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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장서 만족도 분석

이용자들의 장서에 한 만족도를 악하기 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 내용은 ① 도서  유형별 이용 황 ② 도서  이

용목  ③ 장서 만족도 ④ 부족한 자료유형 ⑤ 자료부족의 원인 ⑥ 신청자료 

유형 ⑦ 신청자료의 입수 황 ⑧ 신청자료가 구입되지 않는 이유 ⑨ 자료부족

의 해결책으로 모두 9문항으로 구성하 다. 교사의 담당과목 분포는 국어과 24

명, 외국어과 16명, 사회과 10명, 수학과 9명, 체능과 4명의 순으로 모두 51명

이 응답을 하 으며, 교사의 교직경력의 분포는 5년 미만부터 30년까지 다양하

게 나타났다. 학생의 학년별 황은 1학년 73명, 2학년 65명, 3학년 34명으로 

모두 172명이 응답을 하 으며, 2,3학년의 계열구분에서는 문과계열 52명, 이과

계열 47명의 계열분포로 나타났다.

우선 도서 을 이용하는 목 을 묻는 질문에 체 172명의 학생  81명

(46%)의 학생이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기 해서라는 응답을 하 으며, 37

명(22%)의 학생만이 수행평가  과제해결을 해 도서 을 이용한다는 응답

을 하 다. 교사의 경우 체 51명  32명(63%)이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

기 해서', 7명(13%)의 교사만이 '수업연구를 한 참고자료를 보기 해서'라

고 응답하 다. 

<표 4> 도서  이용목  

구분
학생 교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기 해서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

논술 련 책을 읽기 해서  

신문기사  잡지를 보기 해서

도서 에서 자습을 하기 해서

81

37

22

19

13

46

22

13

11

8

32

7

6

6

0

63

13

12

12

0

계 172 100 51 100

다음은 소장 자료의 양에 한 질문에 학생의 경우 매우 부족 21명(12%), 

부족 56명(33%), 보통 51명(30%)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5  척도 평 으로 

분석해 보면 2.75 으로 이는 소장자료의 만족도가 보통에서 조  못 미치는 

값이다. 다수의 학생이 자료의 부족 상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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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경우, 매우 부족 12명(24%), 부족 14명(27%)으로 반 이상이며, 이 역시 

5  척도 평 으로 2.51 의 결과값이 나오는데, 교사 역시 자료의 부족 상을 

느끼고 있었다.  

<표 5> 소장 자료에 한 만족정도

구분
학생 교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1

56

51

33

11

12

33

30

19

6

12

14

15

7

3

24

27

29

14

6

계 172 100 51 100

5  척도 평  : 2.75  (학생)/ 2.51  (교사)

다음 문항은 ‘ 재 우리학교 도서  소장 자료 , 가장 부족한 자료는 무엇

인가’ 로 수업 련자료 63명(37%), 베스트셀러  신간자료 42명(24%), 등, 그

리고 교사의 경우 수업 련자료 21명(40%), 논술  독서 평설자료 12명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학생들이 '베스트셀러  신간자료

의 부족'에 치 된 반면 교사의 경우는 수업 련 자료나 논술 련 자료가 부

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부족한 자료의 유형

구분
학생 교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베스트셀러  신간자료

   과제물 해결을 한 수업 련 자료

   논술  독서평설 자료

   시사상식  최근 이슈 자료

   가치가 있는 고  자료 

42

63

33

14

21

24

37

19

8

12

8

21

12

4

6

16

40

24

8

12

계 172 100 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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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족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학생과 교사의 자료에 한 심 부족’ 이 

48명(28%), ‘도서  활용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 37명(22%) 등으로 나

타났다. 교사의 경우, ‘도서  활용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20명

(38%), '학생과 교사의 자료에 한 심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11명(22%)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자료 부족의 원인

구분
학생 교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책을 자주 구입하지 않아서 

학생과 교사의 자료에 한 심 부족 

분실도서가 많기 때문에

도서구입 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  활용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24

48

35

28

37

14

28

20

16

22

5

11

8

7

20

10

22

16

14

38

계 172 100 51 100

다음은 '본인이 신청하는 자료는 주로 어떤 종류인가' 라는 질문으로 소설류

가 85명(50%), 환타지류가 33명(19%), 논술자료가 21명(12%)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표 8> 신청자료 황

구분
학생

빈도 비율(%)

소설류

환타지류

논술자료

교과 련자료    

시사상식

85

33

21

18

15

50

19

12

10

9

계 172 100

다음은 ‘책을 신청 하면 도서 에 들어오는가’ 라는 질문에 ‘들어오지 않는다’ 

63명(37%), ‘ 심없다’ 66명(38%), ‘들어온다’ 43명(25%)으로 나타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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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청자료의 입수여부에 심이 없다는 결과가 의외로 많이 나왔다.

<표 9> 신청도서의 입수 황

구분
학생 

빈도 비율(%)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심없다

43

63

66

25

37

38

계 172 100

다음은 ‘본인의 신청 자료가 구입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라는 질문에 한 답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 ‘도서선정기 에 어 나기 

때문에’ 59명(34%), ‘희망도서신청서가 형식 인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47명

(27%) 등의 응답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신청자료가 구입되지 않는 이유

구분
학생

빈도 비율(%)

내가 신청하는 도서가 도서선정기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희망도서신청서가 있지만, 형식 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래 도서 에 있던 책이기 때문에

사서의 무 심 때문에

기타

59

47

43

15

8

34

27

25

9

5

계 172 100

다음은 ‘자료가 당하지 않다면, 자료 부족의 해결을 해 무엇이 가장 필요

하다고 생각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교사의 추천자료가 17명(41%), 산증가 

14명(34%), 교사와 사서의 력 4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

우, 교사의 추천자료가 5명(33%),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사의 심이 4명

(27%), 교사와 사서와의 력이 2명(1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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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료부족의 해결책

구분
학생 교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산증가

  교사의 추천자료

  도서  활용수업에 한 교사의 심

  사서의 장서개발 능력

  교사와 사서의 력

14

17

2

4

4

34

41

5

10

10

1

5

4

2

3

7

33

27

13

20

계 41 100 15 100

2.3 논의

2.3.1 장서구성의 측면

가. 장서의 노후화

사례 도서 의 시 별 장서 황을 살펴 볼 때 두드러지는 은 1970~80년

에 출간된 도서가 약 3,000권정도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체 장서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도서의 이용측면보다는 소장  보  용도로 쓰이고 

있는 책들이 부분이다. 1970년 -1980년 의 도서는 역주고려사, 한국사 , 

고려사 요 등의 고  집류와 세계의 사상, 법률 백과, 과학 사  등의 

백과사  시리즈물로 이용을 목 으로 하기 보다는 오래된 집류를 소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1990년 의 도서는 인지도가 있는 문학류의 도서와 그 시 의 

베스트셀러 등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개정 이 재구매되

어 있어 복본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나. 매체의 다양성 부족

사례 도서 은 도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자자료 등 매체의 다양성 측

면에서 학교도서  장서기 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15

종으로 장서기 (50종)에 미치지 못하 으며 주제도 제한되어 있었다. 이는 정

기간행물 산이 미리 고정되어 다른 종류의 간행물을 구독하지 못하고 연속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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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물 구독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도서 에 입수되는 자료는 따로 구

독해야 하지만, 부분의 간행물이 학교재산으로 분류되어 행정계통을 거쳐 도

서 으로 입수되기 때문이다. 

시청각자료의 부족은 더욱 두드러진다. 체 장서량의 2%만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이들 한 1980년 ~2000년  반에 생산된 노후 자료가 부분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도서 '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컴퓨터  멀티

미디어 기기들의 부족과 잦은 고장으로 시청각자료  매체 활용 수업을 진행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드웨이의 미비는 교육정보화에 따른 교수  학습활동

을 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이는 도서 법의 '시청각자료  멀티미디어 자

료의 개발·제작  이용 제공'이라는 학교도서  역할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는 모습이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학교교육의 추 인 기능을 제 로 발

휘할 수 없는 요인이라 분석된다. 

다. 장서의 주제별 불균형

학교도서 에는 학습, 교양, 정보, 오락을 하여 한 자료가 고루 수집되

어야 하며 장서 구성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각 학교도서 에서는 주제별 장서 기 표를 활용하여 장서구성의 객

성을 유지하곤 한다.9) 하지만 부분의 도서 에서 장서의 주제별 불균형이라

는 문제 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문학류에 과도하게 집 된 상은 학교도

서 이 교사의 수업 연구와 학생의 학습활동 지원에 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문제로 지 되지 않을 수 없다. 

사례 도서  역시 문학 장서 집 상이 나타난다. 여러 원인들이 있겠으나, 

이 학교의 특색사업인 '테마도서제도'의 실시는 문학류의 장서 집 을 가 시키

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테마도서는 문학 련 도서 20종류의 책을 선정하여 

독후감을 쓰게 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 하며, 각 반별로 1년간 독후 감상문 

우수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20종의 문학도서에 한 복본 

각 45책, 900권의 문학류의 책이 도서  서가 한쪽 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듯, 문학류에 한 복본의 과다구입은 학생과 교사에게 다양한 주

제에 자유롭게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

다. 

9) 송기호. ｢학교도서  운 의 실제｣. 서울 : 한국도서 회, 2006..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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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장서 이용의 측면

가. 장서 이용의 불균형

장서 이용에 있어서는 특정 분야에 한 집 상이 찰된다. 사례 도서

의 출 통계를 분석해 보면, 문학자료의 이용률이 다른 자료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며, 장서구성 비율에 비하연 우일하게 장서이용률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하지만 문학류를 제외한 주제의 장서는 장서구성비에 비해 장서이용

률이 낮은데 이와 같은 상은 이용자들의 심분야가 문학에 집 되어 있거나 

이용자가 다른 주제의 책을 이용하고 싶어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학자료 이용이 높은 것은 어느정도 일반 인 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례도서 의 경우와 같이 문학자료 이용률이 체 장서 이용률

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이용률이 높은 사회과학분야보다 무려 

7.5배나 이용된다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 

이 게 문학자료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가장 주된 요인은 사례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테마도서제도' 를 들 수 있다. 즉, 한 학  45명의 학생이 한 달 동

안 어도 두 종류의 문학류를 읽도록 제도화 외어 있으므로 결국 문학자료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자발 인 독서욕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여자고등학교의 특성상 문학류에 심이 많은 것은 일반 인 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 하더라도 학교도서 의 장서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장서개발의 기본 인 고려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서의 요

성을 강조하되 학교 도서 이 제공하는 권장도서 리스트에서 학생들이 자율

으로 읽을 책을 선택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장서이용 

황 분석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의 실제 인 요구를 악함으로써 주제별 장서구

성에 한 로드맵을 구성한다면 편향된 독서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 현 장서에 대한 불만족

장서구성에 한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사와 학생들은  장서에 

해 여러 가지 문제 을 지 하고 있었으며, 부분의 문항에서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먼 , 소장자료의 만족도에서는 다수의 학생과 교사가 자료의 

부족 상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료 유형 에서도 교과지원도서가 가장 부족하

다는 응답이었다. 한 장서의 부족 상의 원인을 교사는 추천도서 경로의 미

확보와 교사들의 수업방식에서 찾고 있었고 학생들도 교사의 추천도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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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첫 번째 해결책으로 꼽고 있었다. 이 듯 재의 도서  장서에 해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료의 선택과 입수 경로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이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노후 장서가 많아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

고 있다는 것은 지 까지 장서폐기가 꾸 히 이루어 지지 못한 결과라도 볼 수 

있다. 

3. 사례 도서관 장서개발 업무 분석

3.1 장서개발 업무 분석

3.1.1 자료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장서개발정책

학교도서 은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제한된 산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최 한 수용하면서 경제성 있는 산집행을 통해 합리 이고 균형 

있는 장서를 구축하기 해서는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분의 학교 도서 은 장서개발정책이 미비하여 계획 이고 일 성 있는 장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례 도서 의 경우에도 사서가 만든 도서선정 

기 에 의존하고 있다.

 

<S여고 도서 의 도서선정 기 > 

1. 권장도서  권  있는 기  (책따세, 간행물 원회, 각 학교 추천 도서 등)에 

등록되어 있는 도서를 우선 으로 선별합니다. 

2. 만화는 신청 할 수 없으며 (먼 나라 이웃나라, 만화 삼국지 등의 교 육 인 내용

은 신청 가능) 환타지물은 내용상 학생들의 수 에 알맞은 책을 구입하며 그 비

율은 많지 않습니다. 

3. 도서구입 산 계획에 따라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책을 살 수 없거나 

다음 달로 연기 될 수 있습니다. 

4. 도서 에 이미 있는 책이나 품 , 된 도서는 부득이하게 책을 살 수 없으므로 

희망도서 신청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Vol.63 No.2 (2008년 12월)  89

하지만 이 기 은 사서가 자체 으로 제작한 것으로 그 범 가 포 일 뿐

만 아니라 극히 형식 이어서 장서의 선정기 에 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장서개발과 련한 뚜렷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자료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 하게 비되고 학교장과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제 로 된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이 실하다 하겠다.

나. 자료선정위원회

학교도서 의 장서개발은 학교구성원 모두의 다양한 요구를 히 조정하고 

충분히 수용하여야 한다. 자료선택과정을 보다 합리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각 과목 담당교사들로 '자료선정 원회'를 구성하여 체계  기 과 원리에 따라 

자료를 엄선해야 한다. 하지만 사례 도서 에는 이러한 자료선정 원회가 존재

하지 않는다. 이 도서 의 자료선정 업무는 교사와 학생으로부터 희망도서 목

록을 수렴하고 권  있는 기 에서 만든 목록을 참고하여 도서구입목록을 작성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행정실장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이후 구입으로 이

어진다. 와 같이 설득력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서로부터 행

정실로 이어지는 업무 결제라인은 학교도서  담당자가 사서인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즉, 도서 의 이용자도 그리고 ‘사서’도 장서에 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일반 인 물품구입 차원에서 수서의 권한이 으로 행정

실에 있다는 것이다. 

    

다. 행정부서

학교도서 의 장서구성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교사, 학생과 더불어 학교 

행정담당자도 단히 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학교경 의 주체로서 이들의 

교육 과 경 마인드가 학교 도서 에 미치는 향력이 지 하기 때문이다. 사

례 도서 의 경우 역시 도서신청목록에 한 최종 승인 권한이 학교 행정실에 

있으므로 장서의 구성과 학교 경 진의 인식은 긴 한 계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사서-행정실 결제라는 차에 해 지 않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사서가 희망도서목록을 통해 복본, 환타지물, 만화, 학생들의 수 에 맞지 않는 

등의 책을 배제 한 다음 여러 기 의 추천 목록을 참고하여 자료를 선정하고 

교사의 수업 련 도서를 우선순 로 하여 최종 구입 목록을 만든다. 선정된 도

서를 주제별로 분류 하고 행정실장에게 검토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실의 

도서 선택에 한 주  개입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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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사와 학생

이상 인 학교도서  장서는 교육  차원을 시하되 시  흐름에 맞게 이

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를 해서 자료자체의 가치뿐만 아

니라 교사들과 학생들의 요구가 장서개발에 충분하게 반 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공분야의 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교사

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사례 도서 의 자료선정에 한 교사의 참여율은 매

우 낮다. 한 교사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해 '희

망도서신청서'를 배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 역시 잘 반

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 의 주된 이용자는 학생이지만 이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사람

은 교사이기에 사실 가장 큰 향력은 교사들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한 교사들은 자신의 담당교과목에 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과지원도서'

를 제공하는 학교도서 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장서개발에 있어 교사의 의견은 

매우 요하다. 사례 도서 의 경우, 1년에 8회 정도 도서구입이 이루어지지만 

교사의 추천도서를 반 하는 횟수는 1년에 한번이다. 따라서 교과지원도서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즉, 교사들은 희망도서신청 제도가 있음에도 그 횟수가 

1회로 그치기 때문에 자료를 선택하는데 있어 교사의 추천도서 반 이 미미하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도서 의 주 이용자인 학생이 자료선택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희망

도서목록'을 이용한 신청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있

어도 잘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한 신청한 자료가 제 로 입수되지 않는다거

나 희망도서제도가 형식 인 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학생 스스로가 자료에 한 욕구가 없어 신청을 하지 않는가 하면, 다양한 요

구를 가지고 있지만 입수가 늦어 이미 자료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신청을 해

도 입수가 되지 않는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하여 스스로 자료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 사서

장서개발의 궁극 인 책임은 사서에게 있다. 사서들의 인식과 사서를 둘러싸

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은 도서  장서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

이다. 성문화된 장서개발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사례 도서 의 경우처럼 장서선

정 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교사의 교과 련 자료의 추천이 미흡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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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료 선정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은 더욱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분의 학교도서 은 일정한 원칙없이 담당자의 주 에 따라 자료를 선정

하거나  주로 경험에 의존하여 업무를 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10) 사례 도서

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사서의 일상  행을 통하여 자료선택 업무가 행해지

고 있다. 학교도서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H씨는 그들이 느끼는 문제 을 

이 게 이야기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저를 그저 일을 잘하는 도서관담당자로밖에 생각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사

가 아니거든요. 교사가 할 수 없는 사서 고유의 업무인 전문적인 기술이라는 것도 '교사'라는 

신분을 보장받은 후에야 개선된다는 거죠.11)

사서 스스로 많은 문제 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발 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요소가 학교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인데 그  제일 

큰 문제가 학교도서  담당자가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서교사의 경우 체별, 부서별, 담당자별로 실시하는 교과 의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 한 사서교사에게 직 으로 주어지기 때문에12) 학교도서

의 많은 문제 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통로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사서는 그 활동범 가 좁을 뿐 아니라 교사로만 구성된 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고, 무슨 일이든 도서 담당교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이  고충

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3.1.2 장서수집의 방법과 절차

장서의 수집방법은 구입, 기증, 교환이 있다. 학교도서 의 경우 부분이 구

입에 의존하며 소량의 기증과 교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 도서  역시 

부분 구입을 통해서 자료가 입수되고 있는데 주로 인쇄자료에 치우쳐 있다. 입

찰 등을 거치는 학도서 과는 달리  학교도서 의 경우 하나의 거래처를 통

하여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일반 인데, 따라서 이 거래처의 수 과 진정성이 

학교의 장서습득에 많은 향을 미친다. 효율 인 자료 입수를 해서는 망라

10) 이연옥, 앞의 . p.41.

11) H고등학교 사서와의 인터뷰, 2008년 4월 1일.

12) 학교도서 에 사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도서 의 실제 운 자는 사서이지만 도서

에 해 실질 인 책임을 지니는 사람은 교사 신분을 가진 도서 담당교사이다.



92  학교도서관 장서관리의 현단계: S여고도서관을 중심으로

 자료제공 능력을 갖춘 서 을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하지만 부분의 학

교 도서  경우 부분 학교 근처에 치한 소규모 서 들과 거래를 하고 있

고, 이러한 제한된 입수경로 탓에 다양한 자료를 구입하는데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여도 거래하는 업체에 자료가 확보

되어 있지 않다면 포기하는 경우도 지 않아 거래처에서 취 하는 책들만을 

할 수 없이 구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례도서 의 경우도 하나의 거래처만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책을 정작 입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집 차가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찰되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빠른 시간 내에 

읽지 못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었다.

3.1.3 장서구성의 균형

앞에서 보았듯이 사례 도서 의 장서 구성에는 주제별 불균형 상이 나타나

고 있다. 특히 '문학류 집  상'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학교의 특색사업인 '

테마도서구입'에 많은 비 이 할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과 논술을 한 비책이기는 하지만, 자료구입 산의 40%가 테마도서에 

할애되며 체 도서  장서의 반 가까이가 문학에 집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문학 집  상에 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문 분석 결과 국어, 사회, 역사과목 담당 교사가 

장서의 양과 수 에 만족하다는 의견을 보 으며 과학, 수학담당 교사는 부족

하다는 의견을 보 다. 한 인문반 학생들이 자연반 학생들에 비해서 장서 구

성에 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 사회과학, 문학 등

의 분야 자료는 학생과 교사의 요구가 없어도 꾸 히 수집되고 있지만 과학, 

수학 등에 한 자료는 사서가 기  추천도서를 통해서 구입하는 소수에 불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1.4 장서평가와 폐기

지 까지 학교도서 의 장서평가는 주로 장서량, 학생 1인당 장서 수, 주제별 

장서  비율, 출 책 수 등 양 인 평가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다. 사례 도서  

한 장서의 양 평가는 해오고 있지만 장서에 한 질 평가는 한 번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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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 장서가 주제별로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혹은 소장

가치가 없는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해서는 데이터가 유지되고 있지 않

다. 이러한 실을 고려해 볼 때 재 학교도서 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서평가

는 '평가'라기 보다는 장서를 ' 검'하는 수 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

례 도서 도 장서 검 결과, 기록된 총 장서량은 2만권이 넘지만 실제 스캐

로 검해 본 결과 장서는 18,000여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실로 인한 장서의 망실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사례 도서  소장 장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장서는 체 장서 

 33%에 해당될 뿐이며 나머지 67%는 한 번도 출이 되지 않았거나 학생들

의 손이 닿지 않았던 도서로 나타난다.13) 물론 정보자료 이용에 있어서의 소규

모 자료에 한 집 상은 일반 이지만 장서의 3분의 2가 구입 후 한 번도 

이용되지 않은 장서라면 이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 물론 그 다고 해서 

67%가 모두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이거나 이용자들에게 외면을 당한 책으로 

간주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학생과 교사의 심에

서 벗어난 책들이거나 수명이 오래되어 그  서가에 꽂  있는 책에 지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후장서들에 해 한 평가와 폐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례 도서 의 경우 자료 폐기는 도서  개  이래  처음으로 2005년에 

한 차례 실시되었을 뿐, 그 이후로는 이루어진 이 없다.    

 

3.2 논의 

3.2.1자료선택

가. 선택과정의 전문성 결여

자료선택에 있어서 담당자 개인의 편견이나 주 의 개입을 배제하여 일 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효과 인 장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장서

개발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례 도서 의 경우 이러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사로 구성된 장서선정 원회 역시 폐지된 지 오래되어 자료

선택에 있어 혼란이 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은 자료선택에 신뢰

13) DLS 로그램에서 2007.3.1 ~2008. 2.29일까지 1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리

스트를 뽑은 결과, 체장서 19,026권 에 6,301권의 자료만이 출자료로 이용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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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결국 장서개발정책과 장서선정 원회가 

존재하지 않고, 학교도서 을 상으로 하는 선정 도구가 아직까지 충분히 개

발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사서가 장서를 선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요컨 , 사례 도서 에 장서개발정책과 장서선정 원회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자료선택에 있어 사서의 주 은 불가피하며, 사서-행정실장의 결제를 통

한 장서의 최종선택은 장서의 효율을 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제도

의 미비성은 장서 선정에 있어서의 사서의 역할을 더욱 요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사서는 일상의 경험과 행으로 자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선정도구 

역시 제 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신분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서가 자료선택 업무의 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더욱 큰 한계로 

작용한다. 

사서와 사서교사 모두에게 가장 우선 으로 요구되는 요소는 문성이다. 하

지만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조직 속에서의 문성이라는 것은 '교사'라는 신분과 

함께라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사서는 도서 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학

교 내외부와의 계를 설정해야 하며,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없어 업무 수행

에 있어서 몇 배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한 학교 조직 내에서 도서 은 

지원부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심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 쉽

고,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서 과 련된 의회가 있어도 도서  담당교사

가 그 자리를 신하며 도서 의 실질  운 자인 사서는 참여할 수 없다. 이

러한 계 속에서 사서의 문  역할 수행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나. 교과지원 자료의 부족

학교도서 의 장서개발은 문헌정보학  문성과 주제분야 문성을 동시에 

요하는 작업이다. 설문결과, 도서 의 소장자료에 한 만족정도는 반이상이 

불만족이라는 부정 인 응답을 보 으며, 특히 수업 련 자료 부족에 한 비

이 많았다. 그 이유는 자료수집에 있어 학생과 교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기 해 '희망도서목록' 제도가 비되어 있지만 그 역할을 제 로 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교과목의 문가인 교사의 추천은 1년에 한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과목에 한 부족 상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 원인으로 먼  '도서 활용수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도서  활용수업의 

시행 여부에 따라 도서  장서의 성격은 직  향을 받는다. 하지만 사례 학

교의 경우, 도서  활용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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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한 지속 인 요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 될 수 있다.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도서  활용수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결국 교과

련자료를 충분히 구비해야 하는 목 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사와 사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들 수 있다. 자료선정 원회

가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도움없이 사서가 단독으로 자료를 선택하는데는 무리

가 있다.14) 특히 교사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사서로서는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

습활동 지원이나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둔 장기 인 안

목의 장서개발이 쉽지 않다. 

요컨 , 사례 학교의 경우도 도서 활용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

사들은 도서 을 그  책을 읽는 곳으로 인식하며,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를 비

문직 교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듯 교사와 행정직원,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상황은 사서의 정체감에 혼란을 다. 사서가 느끼는 상실감은 곧 업

무에 향을 미치게 되어 교사에게, 학생에게 소극 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

다. 한 교사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서가 교사 문화에 개입되지 

못하는 것은 교과자료에 한 문  지원을 받지 못하여 결국 교과자료의 부

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15) 

3.2.2 장서수집과 구성

사례 도서 의 장서는 부분 구입에 통해 수집되고 있었다. 사례 도서 의 

경우 배타  거래로 인한 입수로 경로가 획일화되어 있어서 자료 입수가 신속

하지 않고 거래처에 구비되어 있는 자매체는 다양하지 않거나 소량인 탓에 

자연히 도서에 집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획일 인 입수경로를 통한 구입

으로 인해 체 장서의 2%만이 자매체에 해당되며 종류 한 컴퓨터  어

학도서의 딸림자료나 비매품 형태의 자료가 부분이었다. 사례 도서 의 자

14) 설문분석결과 교사(33%)와 학생(41%) 모두 자료부족의 해결책으로 '교사의 추천자

료'에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었다. 

15) 사서  사서교사들이 주로 친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유아교사, 보건교사, 과학보

조, 산보조 등이며 주로 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같은 보조 교사로 인식되는 경우

가 많다. 한 교사 우월주의 문화와 폐쇄 인 문화가 지배하는 학교 사회에서 소

외감과 고립감으로 직업에 한 회의를 갖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사회의 소수자로

서 자연스럽게 조직 속에 편입되지 못하는 실에 갈등하기도 한다. (김종성, 사서

교사의 직무 응 해요인과 극복방안에 한 문화기술  연구 , 한국도서 ․정보

학회지 제36권 제1호.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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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부분 오래된 매체들로서 매체활용을 통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많았다. 즉, 인쇄물에 치우친 장서구성으로 인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매체의 다양성과 활성

화라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례 도서 은 테마독서 사업으로 인해 '문학'에 편 된 장서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도서  장서의 수집과 구성에 향을 미쳤으며 장서의 

불균형을 래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 '테마독서' 사업이 책과 련된 문제

임에도 사서와 사  의 없이 진행되는 것은 사서가 교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기 때문에 교과 의회 참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

다. 이로 인해 사서는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

를 수습하는 업무에 더욱 바쁜 것이 지 의 실일지도 모른다.  

3.2.3 장서평가와 폐기

가. 장서평가

장서평가는 학교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장서의 유용성과 성을 측정하는 

작업이지만 평가용 표 서목의 부재로 인하여 사례 도서 에서는 장서의 질

인 평가가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는 학교도

서 의 목표를 이루기 해서는 장서의 양 , 질 인 평가가 정기 으로,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장서평가를 통하여 도서 의 입장에서는 소

장자료의 우수성이나 질  수 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용성  합성

을 평가하고 미소장자료에 한 근  제공능력을 측정하여 도서 의 존재가

치를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6) 하지만 실의 학교 도서 에서 장서를 평

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 까지 학교도서 의 장서평가는 주로 

양 인 평가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은 장서의 질  평가를 한 

'평가용 표 서목'이 없다는 것과 양  평가보다 문 인 기술을 요하는 질  

평가를 한 인력과 장비 시간이 부족하다.

 

나. 자료폐기(Weeding) 

폐기는 오래되고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제거함으로써 장서의 질  수 을 높

이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더욱 쉽게 서가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16) 윤희윤. “도서  장서 리의 립  패러다임 분석”, 국회도서 보 제38권 1호, 2001.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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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 활동이다. 사례 도서 의 경우 자료 폐기는 2005년에 한차례 실시된 것

이 부이다. 이 게 원활한 폐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폐기기 의 

미비와 폐기에 한 학교 계자와 사서의 소극  인식, 그리고 분실 도서의 처

리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려면 자 의 상황이 히 반 된 폐기 정책

이 필요하며 이것이 장서개발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7) 하지만 실에서

는 폐기자료에 한 기 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한국도서 회의 폐기 상 

자료 기 을 보면 훼손정도가 심하거나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출  후 10년

이 경과된 자료, 국어 표기법에 어 나는 자료 등의 포 인 내용만이 제시되

어 있을 뿐이다.18) 하지만 실제 장에서 이를 기 으로 장서폐기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결국 주  단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한 도서 을 평

가할 때 장서의 양이 많은 비 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서의 양에 고집하여 폐기

를 기피하는 것도 일반 이다. 

분실된 도서를 폐기도서로 처리하는 행도 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재 분실 는 회수불능인 도서들을 폐기, 제 할 수 있는 법  장치가 없으므

로 분실 사유를 훼손과 이용가치 하락 등으로 표기하여 폐기 처리하는 것은 공

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편법을 쓰지 않고는 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실

의 벽을 넘을 수가 없다. 즉, 분실과 폐기에 한 한 폐기 이후의 책임소재 규

명에 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서는 소극 으로 된다. 특히 비정규직 는 행정

직 사서의 경우 신분의 불안정때문에 책임 소재 규명에 한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 사서 배치가 부진하고 매년 도서  담당교사가 바 는 실

을 감안할 때 도서  업무를 맡은 담당교사가 도서  장서를 검하고 폐기하

는 업무  부담을 감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 듯 장서폐기는 단순히 도서

의 업무 인 측면을 넘어서 학교 행정 측면과 법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신분이나 역할에서 오는 기감에서 벗어나 자율 인 폐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학교실정에 맞는 장서폐기기  마련이 실하다.

17) 윤희윤, 의 . p.380.

18) 한국도서 기



98  학교도서관 장서관리의 현단계: S여고도서관을 중심으로

4. 결  론

지 까지 살펴 본 학교도서 에서의 장서개발의 문제는 도서 이라는 고유의 

역과 더불어 학교와 교육이라는 상  역의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도서 은 '학교'라는 교육  기제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으며 장서 

역시 교과과정을 지원한다는 특수한 목 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장서

개발업무는 학교환경의 여러 가지 제도 , 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가 아닌 사서의 신분으로 장서개발을 담당하기 해서는 사

서가 교직문화에 극 편입되어야 한다. 사서가 교사에게 얼마나 근하느냐에 

따라 도서 과 그 도서 을 이루는 장서의 질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학교도서 에 한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는 매우 요하다. 이

들이 학교도서 에 해 무 심하거나 무지하면 도서  운 의 성과를 거두기

는 어려우며, 교사들이 도서 의 필요성과 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 다른 조

건이 불비하더라도 도서 은 탄력을 받는 것이 실이다.

학교도서 의 장서문제는 학교라는 조직 속에서 사서의 존재와 한 계

가 있었다. 특히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해서는 아직은 

사서의 문성을 부각시키고 장서개발에 한 문제 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극 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 다. 사서의 경우 교사가 아니

라는 신분상의 제약은 학교라는 조직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유

능한 사서라고 해도 몸담고 있는 기 에서 동료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

지 않다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가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 노력은 배가 되어야 한다. 비록 교사는 아니지만 사서가 꼭 필

요한 존재임을 인식시키고 문성을 가진 사서의 발언권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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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초  록 >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 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서 분야에서도 많은 해외원조

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서  건축이나 도서  산화 작업  사서연수분야

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립 앙도서 에서 주 하는 아시아&

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로그램과 KOICA에서 주 하는 우즈베키스탄, 베

트남 사서 청연수, 재경부에서 지원한 라오스 지 사서연수 그리고 자이툰 

부 에서 지원한 이라크 사서 청연수 과정에서 있었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

다. 연수에서 가장 요시 할 부분은 교육내용과 강사, 교육방법 그리고 도서

벤치마킹활동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산분야와 정보서비스 분야의 실무 인 

내용에 을 두고, 강사는 실무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도서  벤치마킹 

경험이 있는 경우가 당하 다. 교육방법에서는 연수사서들의 개인 인 능력

과 도서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방 인 강의식보다는 토론식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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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 당하 으며, 한국도서 을 벤치마킹할 경

우에는 사 에 조사할 내용을 비하도록 하여 방문한 도서  사서들과 실무를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계속 인 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

다. 도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활 될 것으로 기

되기 때문에 한국 도서 의 핵심역량을 찾아 발 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국제 력, 개발도상국, 사서연수

< Abstracts >

Recently, our country invests much money in developing country's librar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onship. The more detail assistance is 

library construction, library computerization and librarian training. This paper 

wished to share the experience of foreign librarian training: Asia & Africa 

companion librarian training program and Uzbekistan, Vietnam, Laos, Iraq 

librarian training. In librarian training, the teaching contents, teachers, teaching 

methods and library bench marking activiti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he 

teaching contents must be consisted of practical working especially in 

computing and information service field. The teacher must have many experiences 

in library works and ability to communicate by English. And who have 

many experiences in foreign country's library is more proper as teacher. As a 

teaching method the debate methods is very effective. Because each librarian's 

communication ability and library's environments are different. The library 

bench marking is very useful to them, so it needs to prepare the question 

checklist before visiting. After library bench marking, it needs to continue 

the relationship with foreign librarian and korean librarian. 

Key words: International cooperation, Librarian training, Develop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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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불과 60여년 만에 피원조국에서 원조제공국가로 변하 다. 특히 한국

은 OECD에 가입함으로서 극 인 외원조활동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상이  높아지고 있다. 원조라는 말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상으로 

지원해주는 각종 유․무형의 지원을 말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원조라는 표 보

다는 좀더 포 인 의미에서의 국제 력사업이나 혹은 국제교육사업이라고 표

하기도 한다. 국가에 한 원조는 유형별로 긴 구호  복구를 한 원조, 

경제안정과 재정확충을 한 투자지원, 경제사회개발을 한 로젝트  부문 

지원 개발 력 지원, 사단 지원 등으로 나 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재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

의 선진국들은 원조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국가들이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

은 원조를 받아봤던 경험이 있기에 개발도상국가들의 심정을 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하면 개발국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한국에 의한 원조에 우호 인 국가들이 많다. 

다른 나라들의 원조에 비하여 한국의 원조는 교육분야에 많이 치 하고 있

다. 교육분야의 원조는 해당국가의 학교의 설립, 교육 로그램 개발, 각종 센터

의 설립, 인 자원의 교류 등을 제공하는 일이다. 여기서 학교의 설립은 단순한 

건물의 제공보다는 시설  장비의 제공은 물론 학교운 과 교육과정  교직

원의 연수를 포함한다. 인 자원의 교류는 학생, 교수, 연구진의 교류를 의미하

며, 개발도상국에 문가를 견하는 경우와, 반 로 해외의 학생이나 교수들로 

하여  한국의 우수한 연수과정을 수료하게 하여 각종 문지식을 습득하는 경

우도 있다. 이와 같이 지식상품으로서 인 자원  물 자원의 교류, 그리고 정

보의 교류를 포함하여 재화의 이동뿐만 아니라 문화의 를 포 하는 개념을 

교육수출이라고도 한다.1)

이러한 교육수출의 일환으로 한국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도서  분야에도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표 으로 한국국제 력단(KOICA)에 의해 2005년도

에 도미니카, 2006년도에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도서 정보화사업을 지원한 

사례와 재경부에 의해 지원된 라오스 슈 노 학교 캠퍼스 건립사업, 그리고 

국립 앙도서 에 의해 지원되는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로그램 

1) 조원권. 2004. 한국교육의 해외수출을 한 정책지원방안. 교육인 자원부 정책연구

과제 2004-지정-1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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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이러한 로그램들 에는 도서  건물 신축과 도서  산화, 도서

구입, 사서교육 등이 있다. 본 사례연구는 이들 에서도 사서교육분야에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논문을 통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 목 은 그 동안 축 된 경험을 공유하

고자 함이다. 지 까지 사서교육이라면 주로 국내 사서들을 상으로 한 재교

육 로그램 주 고, 외국 사서들을 상으로 한 교육 사례는 무한 상태이

다. 국내사서들을 상으로 하는 재교육 로그램과 개발도상국가의 사서들을 

상으로 한 교육에는 많은 차이 이 있다. 이러한 차이 을 알고 개발도상국

가들의 사서들을 교육한다면 보다 더 효과 인 사서교육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제 력 차원에서 도서  분야에서 보다 더 많은 사서교육 건이 있을 것으로 

상되기에 효과 인 사서교육을 함으로써 사서들도 국제 력 증진에 많은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사서교육 사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가들이 개발도상국가의 사서교육에 심을 가지는 사례

는 매우 드물다. 다만 개발도상국가들의 사서교육에 한 필요성을 강조한 경

우와,2) 학교도서 의 당면과제로서 사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경우가3)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개인이나 혹은 재단에 의한 자원 사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

는 경우는 많다. 표 으로 Room to Read 재단에서는 개발도상국가들을 상

으로 도서 을 건축하고 도서를 공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4) 자원 사자들

로 구성된 국경없는사서회(Librarians Without Borders: LWB)에서는 개발도

상국가들의 사서교육과 건축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Bill and Melinda Gates 재

단에서도 개발국가들을 상으로 도서 을 건축하거나 컴퓨터를 기증하는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개발도상국가의 사서들을 상으

로 한 교육사례는 소개된 바가 없다. 이에 자가 참여한 아시아&아 리카 동

2) Ezra Ondari Oekmwa. 2000. Training needs of practising professional librarians in the 
Kenyan public university libraries: a critical analysis. Library Management 21(5), 257-273.

3) Sandra Lee, Gerald Brown, Constanza Mekis and Diljit Singh. 2003. Education for School 

Librarians: Trends and Issues from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69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 1-9 August 2003, [Berlin].

4) John Wood. 히말라야 도서 . 서울, 세종서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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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 사서연수, KOICA에서 주 하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서 청연수, 재

경부에서 지원한 라오스 지 사서연수 그리고 자이툰 부 에서 지원한 이라크 

사서 청연수 과정에서 축 한 경험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2.1. 아시아&아프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사례

이 로그램은 국립 앙도서 에서 한국을 알리고  국제 력차원에서 개발

도상국가들의 도서 을 발 시키고 사서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로그램의 명칭인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

수 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로 아시아와 아 리카 지역을 상으

로 매년 4개국에서 각각 1명의 사서를 청하여 6개월 동안 한국어 연수와 한

국문화 탐방 그리고 사서연수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연수를 마치면 사서들

은 자국에 돌아가서 한국학 자료실을 개설하거나 한국학 자료실을 보강하여 한

국학 문사서로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도록 한다. 사서연수는 국

립 앙도서 과 서울 학교 그리고 한양 학교 등에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참가한 사서연수자들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매년 4명의 사서들이 청되었다. 

<표 1>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참가자 황

2006년 2007년 2008년

국립도서 3명 3명 3명

학도서 1명 1명 1명

참가자 수 4명 4명 4명

국가
베트남, 필리핀 

몽골, 라오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튀니지, 

스리랑카, 몽골

이들 사서들은 자국에서 국립 앙도서 과 학도서 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선발 되었으며, 국가별로는 필리핀 2명, 베트남 2명, 몽골 2명, 라오스 2명이었

으며 그 외에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튀니지가 각각 1명으로 연수를 

받았다. 각국에서 연수자로 선정되려면 상당한 경쟁률을 뚫어야 할 만큼 해외

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온 사서들이라 부분 매우 유

능하다. 특히 자국에서 사서들에 한 인식이 부분 좋고 더불어 자부심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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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세  부  내  용

분류

  DDC (22 ) 개요  이해

  KDC (4 ) 개요  이해

  분류 방법 습득  실습 

목록

  MARC 21과 USMARC의 이해 

  KCR 4 과 KORMARC의 이해

  목록 작성 실습

MARC

  유형별 MARC 입력 개요 

  주제명 표목표  거통제

  목록업무 LAS 시연  설명

경 이론

  도서  경 리 이론

  도서  경  계획과 자원 리

  도서  경 의 미래

문화행사

  도서  문화행사

  어린이와 도서  운

  지역사회와 도서

자원 리

  도서 의 다각  운

  정보자원 리

  이용자별 로그램

참고 사 1

  참고사서의 역할

  사서 철학

  참고면담기술

참고 사 2

  정보제공기술

  주제별서지작성법

  디지털참고 사

도서 산화 1

  도서  산시스템 개요 

  도서  홈페이지

  e-resource

도서 산화 2

  검색기법

  메타서치

  학 논문 수 시스템

우 강한 편이라서 연수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 다. 연수 로그램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 의 반 인 분야에 걸쳐서 강의 제목별로 

각각 3시간씩 다루었다.  

<표 2> 사서연수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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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 세  부  내  용

도서 산화 3

  Meta data

  MARCXML

  MODS

수서 리

  수서 로세스

  기증 리

  자도서

  비도서

  LAS 시연  실습

연속간행물 리

  체킹 

  제본  결본처리

  자 리

  상호 차

  LAS 시연  실습

년 연  구  과  제 

2006

  베트남국립도서 의 디지털도서  비  설정

  필리핀국립도서 의 사서교육체계수립

  몽골국립도서 의 국제자료교류 활성화 방안

  라오스국립도서 의 어린이자료실 활성화 방안

2007

  베트남국립도서 의 마 략 

  우즈베키스탄국립도서 의 마  략 

  미얀마국립 앙도서 의 온라인참고 사 방안

  라오스 슈 노 학교 도서  이용자 교육

2008년도 로그램에는 의 내용에 독서지도 분야를 더 추가 하 다. 이외

에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도록 하여 연수과정 에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 

사서들과 토의를 거쳐 발표하게 함으로서 연수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충하도록 하 다. 개인별 연구과제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수

를 마치고 자국으로 귀국하면 도서  장에서 바로 용할 수 있는 분야로 선

정하여 실질 인 연수가 되도록 하 다. 

<표 3> 개인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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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연  구  과  제 

2008

  몽골국립도서 의 한국학자료실 운 방안 

  튀니지국립 앙도서 에서 국민독서 진흥방안

  블로그를 이용한 참고 사 방안

  필리핀국립 앙도서 의 자료보존 략

연수자들은 이론과 실습과정 이외에 도서  장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도서 과 한국의 도서 을 비교함으로서 보다 더 실질 인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 다. 방문한 도서 들은 국립 앙도서 을 비롯하여, 정독도서

, 노원정보도서 , 서울 학교 도서 , 연세 학교 도서 , 한양 학교 도서  

등이었다. 도서  방문 시에는 시설 견학뿐만 아니라 사서들과 업무에 한 의

견도 교환하 다. 그 이외에 한국 문화탐방 코스로 울산, 주, 주, 제주 등에

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실질 인 한국학 문사서가 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연수자들에게 교육내용에 한 평가를 받아 본 결과 

이론 교육보다는 실무 주의 교육을 더 많이 원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록실습과 산실습 그리고 정보서비스 실습이 부족하 던 에 아쉬워하

다. 구체 으로 목록분야에서는 KORMARC에 한 실습이, 산 분야에서는 

웹디자인과 웹 유지 리 방법에 해 알고 싶어 하 고,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는 출 반납과 퍼런스 서비스를 원하 다. 이론 분야에서는 일부의 강의가 

문헌정보학 오리엔테이션 수 이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는 

문헌정보학이 오히려 한국보다 앞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서  환경이 필리

핀보다 앞선 한국에서 체험 으로 실무를 익히기를 원하 다. 하지만 다른 국

가들은 문헌정보학에 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기본 인 이론 교육에도 매우 

만족해하 다. 

한편 교육에 참가한 강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아 본 결과, “만나기 쉽지 않은 

아시아권 다른 나라의 사서분들과 많은 내용을 교류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

다. 하지만 수업을 하다보면 느끼는 상황이 학생들 간(각 나라의 수 차이인지

는 잘 모르겠지만)의 수  차이가 심해서, 기 내용을 교육해야 할지, 아니면 

심화내용을 교육해야 할지 혼동될 때가 많았다.”라는 평가와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무척 극 이었고 배움에 한 열정이 느껴져 강의하는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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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것은 학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국가가 있는 반면에 아직 사서를 양성

하는 문교육기 이 없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도서  분야에 한 

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 도서 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경험이 달라서 강사로서 어디에 을 맞추어야 할지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사서들 개인별로는 해당국가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선발

되었기 때문에 개인 인 자질은 뛰어나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토론식으로 수

업을 진행하여보았다. 그 결과 강사에 의한 일방 인 주입식 교육에 비하여 연

수사서들은 상당히 호감을 보 고 자신의 의견을 극 으로 표 하여 교육에 

만족한 표 을 하 다. 더군다나 소수의 인원이라 발언할 기회도 많았고  필

요한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면서 토론을 진행하 기에 상당히 

실질 인 교육이 되었다고 단되었다<그림 1>. 

<그림 1> 토론식 수업 경

교육내용과는 별도로 강사들은 비록 “피부색과 언어는 다르지만 장에서 근

무하고 있는 사서라서 쉽게 친 해 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외 으로 

다른 나라의 도서  장에 해 간 으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좋았

다.”라고 평가하여 한국의 사서들이 국제교류에 상당히 극 인 자세를 보

다. 연수에 참가한 사서들 에 일부는 6개월 동안 익힌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

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문헌정보학과 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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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들 국가와 한국과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 된다. 

2.2.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대학도서관 사례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에 한 사서연수는 한국국제 력단의 지원하에 우즈

베키스탄정치경제외교 학도서 의 정보화사업과 베트남의 호치민정치 학도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 사서를 청하여 사서연수도 동

시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우즈베키스탄은 8명의 사서가 2차로 나 어 2006년 

12월 20일부터 3주 동안, 그리고 베트남은 4명의 사서로 구성되어 2007년 1월 

17일부터 3주 동안 다우정보시스템 교육장에서 연수가 이루어졌다. 우즈베키스

탄은 8명의 사서연수가 끝난 다음에 1명의 부총장이 별도로 한국을 방문하여 

도서 에 한 반 인 운 에 한 리젠테이션을 받고 갔다.

지 도서 의 정보화 사업은 IT업체인 다우정보시스템이 진행하 지만 사서

연수는 자가 로그램을 작성하여 수행하 다. 이들에게 수행한 교육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우즈베키스탄･베트남 학도서  사서연수 교육내용

  자도서  개요  발달과정

  자정보 보 매체와 방식

  IT 산업발달에 따른 자도서  육성 정책

  이용자 서비스와 정보 탐색

  지  재산권

  도서  조직경 론

  한국도서  운 황  주요업무소개 

  공공도서 의 시스템 구축사례

  자료조직

  E-Library 운 실무

한국과 력 계를 맺고 있는 양국의 학도서 은 비슷한 환경이라서 연수

로그램을  같이 하 다. 즉 양국은 모두 이번 로젝트를 계기로 도서  

산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교육내용은 주로 산화 이후의 도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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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 하 으며, 기 인 내용은 생략하 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의 부총장에 

한 리젠테이션은 학운 차원에서 내용을 달리하 다. 즉 학 내에서 도

서 의 요성과 도서  운   자료의 디지털화, 사서들의 계속교육 필요성, 

학도서 의 발 방향 등과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도서 의 올바른 운 방향

에 한 조언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리젠테이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강의를 

달하는 과정에서 연수사서들과 언어소통에 문제 이 있었다. 즉 우즈베키스

탄 사서들을 해서는 통역사를 한 명 채용하 고, 베트남 사서들의 경우는 자

체 으로 어가 가능한 사서가 1명 있어 어로 강의를 하면 베트남 사서가 

다시 베트남어로 다른 사서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강사는 어가 가능하고 산경험이 있는 사서와 도서  운  경험이 

많은 사서들로 구성하 다. 

경험이 많은 사서들로 강사진을 구성하 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만 상호간의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다. 특히 한국과 자국의 도서 을 비교하면

서 자국에 용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해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 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의 학도서 의 환경은 이미 기본 인 틀과 인원으로 

조직되어 있기에 이들은 도서  운 에 한 기 인 지식보다는 도서 산

화를 먼  시행한 한국의 경험과 운 노하우에 많은 심을 보 다. 

이번 로그램으로 인하여 자는 우즈베키스탄에 청되어 학원생들을 

상으로 논문작성법에 해 1주일간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디지

털도서 운 을 맡았던 강사는 베트남에 청되어 사서들을 상으로 디지털도

서 의 방향에 한 특강을 해  경우도 있었다.   

2.3. 이라크 공공도서관 사례

이 로그램은 이라크에 병되어 있는 자이툰부 가 이라크 국가 재건 사업

의 일환으로 쿠르드 지방에 자이툰공공도서 을 신축하는 동시에, 지 사서들

을 한국에 청하여 도서  운 에 한 반 인 연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연수에 참가한 사서들은 장을 비롯하여 수서담당, 목록담당, 역사담당, 희귀

서담당, 자료보존 담당, 법학담당 등 8명의 사서와 1명의 어통역자가 참가하

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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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라크 자이툰도서  사서연수

연수는 2008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19일 동안 인천에 있는 건설기술교

육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연수내용은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 의 

분야를 다루었다.  

<표 5> 자이툰도서  사서연수 교육내용

  국가기록 리의 요성

  도서  책무와 사서의 직무윤리

  도서 편목  분류법

  어린이 서비스 발 방향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역할

  도서 과 상별 서비스

  국립 앙도서 의 역할과 기능

  도서 업무자동화

  도서 운 실무

  도서  문화 로그램 개발 

하지만 이들의 주요 심은 도서 산화 방법과 이에 따른 사서들의 직무 업

그 이드에 을 두고 있었기에 한국의 도서 산화에 한 경험을 많이 

달하고자 하 다. 특히 이 연수과정은 장부터 주요 담당부서의 사서들이 모두 

참가하 기에 특정한 분야에 집 하기 보다는, 직무윤리부터 도서 산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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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 으로 다루어 스스로가 도서  운 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 다. 

연수는 강사들의 리젠테이션 비로 일방 인 달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졌

고 가끔 질문이 있었지만 질문들은 주로 산화에 한 것들이 많았다. 장 

방문교육은 국립 앙도서   공공도서 , 연세 학교 도서  그리고 국립박

물 을 방문하여 한국의 도서  상황을 으로 직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

았다. 장 방문이 많았던 것은 연수기간이 짧아서 도서 에 련된 이론교육

이나 실무교육보다는 한국문화탐방이나 도서  방문에 을 두었기 때문이다. 

로그램에 참가한 강사는 사서 5명과 교수 1명이 참가하 으며 모두 어로 

강의하 다. 교육내용은 모두 개략 인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들에 한 

보다 더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단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이라크 사이에 

국제 력이 긴 하지 않은 계로 보다 더 상세한 교육과정을 세우기는 힘들

다. 신 국가간의 력 계가 긴 해지면 차후에 해외 사단원으로 경험있는 

사서들을 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4. 라오스 대학도서관 사례

이 로젝트는 한국정부의 원조로 라오스의 제2의 도시인 루앙 라방

(LuangPrabang)에 있는 슈 노 학교(Souphanouvong University) 캠퍼스를 

신축해 주는 사업이다. 로젝트에는 건물 체를 신축해주는 것부터 학 운  

시스템을 설치, 교과과정 개발, 교수 교육, 교과서 개발, 도서공  등을 포함하여 

학이 바로 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07년 11월에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자는 이 로젝트에서 도서

분야의 건축 자문과 도서구입, 사서교육, 도서  운 부분을 담당하 다.5) 

슈 노 학교 도서 은 모두 4명의 사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4명 에 2

명은 라오스국립 학교 도서 에서 1개월 연수과정을 받았다. 하지만 라오스에

서는 공식 으로 사서를 양성하는 기 이 없기 때문에 4명 모두가 별도의 교육

이 필요한 상태 다. 이러한 상황에서 1명의 사서가 행정, 교무, 연구, 학사 분

야에서 선발된 사무직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청되어 직무연수와 한국문화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 사서는 도서  분야에서 연수를 받지를 못하

5) 김휘출. 2008. 개발국가 도서  건립지원 사례: 라오스 슈 노 국립 학교 도서

을 심으로. 제45회 국도서 회 주제발표논문집 , 2008년 10월8-10일. [ 주: 

김 컨벤션센터],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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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 사무직원들과 함께 한국문화탐방에 을 둔 연수를 받았기에 도서

 분야의 지식에는 근하지 못하 다. 그래서 4명 모두를 한 교육계획이 

필요하 다.

자는 이들을 하여 1주일간 라오스에 머물면서 사서들을 상으로 도서

을 어떻게 운 할 것인가에 하여 토론식으로 교육을 하 다. 이때 교육한 내

용은 이용자 교육법, 기증도서 신청법, 해외자료 신청법, 도서  업무분장, 도서

장비법 등에 하여 교육을 하 지만 라오스 지에서 실질 인 교육을 하기에

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사서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

았기 때문이다.  비록 4명의 사서뿐이지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문화도 

한국과는 차이가 있어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웠다. 한 도서  환경이 무 

열악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교육 당시에는 아직 도서 이 신축되기 이

이라서 도서 은 조그마한 강의실 정도의 크기에 약 7,000여 권의 책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2층으로 된 도서 이 신축되고 장서가 약 28,000여 권으로 확

된 다음에는 로젝트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간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로젝

트가 종료되기 에 1명의 사서를 국립 앙도서 의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로그램에 청하여 한국어와 사서과정을 연수받도록 조치하 다. 

로그램에 참가한 사서는 한국에서 도서  분야에서 상당히 극 으로 연

수를 받았지만 귀국해서는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 인 성격과 문화 인 차이로 인식되어 진다. 그러나 라

오스와 같이 지의 도서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 사서들의 교육이 우선 되어

야 한다. 사서들이 도서 의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서  서비스를 어떻

게 하는지 모르면 도서 은 발 하기가 어렵다. 체계 인 사서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기술해보면 아래 <표 6>과 같은 것들이다.

<표 6> 라오스 지 사서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국가발 과 도서 의 역할

  사서철학

  장서개발법

  이용자 교육법

  정보서비스 방법

  도서분류법(DDC분류, 자분류)
  MARC 입력법
  정보검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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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목이 필요한 것은 직 사서들은 기본 인 교육을 받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추가 으로 교육 받을 기회가 상당한 기간 어려울 것을 보기 때문

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도서 이 제 로 운 될 수 있도록 체계

인 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 사서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는 매우 

어렵다. 이들을 한 교육방법은 한국에서 강사가 장기간 견되어 교육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젝트를 수행할 건수가 많지 않는 환

경에서는 한국의 경험 있는 사서들을 해외 사단원으로 견하여 이들 도서

을 도우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단원들은 최소한 2년 이상을 

해외 지에서 근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여러 사서

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사서직 해외 사단원을 

극 으로 견할 필요가 있다. 

3. 고  찰

연수에 참가한 사서들은 부분 자국으로 돌아가서 도서  운 에 공헌을 할 

사서들이기 때문에 사서라는 문직업인으로서 그들의 지식을 업그 이드 하고

자 하는 욕망이 강한 편이다. 연수사서들에게 보다 효과 인 연수과정을 제공

하기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악하여 실무경험과 커뮤니 이

션 있는 사서들에 의해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내용을 달하는 방식도 국내

에서 이루어지는 일방 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연수사서들에게 합한 교육

방식을 선택하여야 보다 효과 인 지식 달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연수사서들

은 그들의 나라보다 시설면에서나 정보화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도서

을 직  방문하여 실무사서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보다 실질 인 경

험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도서  벤치마킹도 매우 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래서 효과 인 연수과정을 만들어내기 해서 사례를 통하여 축 한 교

육내용, 강사, 교육방법 그리고 도서  벤치마킹에 한 경험을 고찰 하고자 한다.  

3.1. 교육내용 

교육내용을 계획할 때는 많은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 를 들면 국립 앙도

서 의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로그램에 참가하는 사서들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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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오기 때문에 도서 에 한 문지식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이

라크,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라오스처럼 특정한 국가의 사서들을 상으로 할 

때는 해당 국가의 도서  지식수 을 사 에 악하기가 어려워 교육내용을 편

성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부분의 도서 들은 한국의 도서 들보

다 건물, 장서량, 산화, 서비스 등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연수에 참가한 사서들 에서 지 까지 가장 많은 심을 보인 부분은 바로 

한국도서 의 산화에 한 내용이다. 산화에서 보다 더 구체 인 것은 도

서 산화 구축 방법, 도서 자동화시스템의 각 모듈별 기능과 로세스, 홈페

이지를 통한 서비스, 홈페이지 디자인 방법, 산화된 도서  운 방법 등이다. 

도서  운 에서는 장서 출이나 이용자 출입 통계를 추출하는 방법에 해 많

은 심을 보 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에는 교외 속법, 메타서치법, 모

바일 학생증 사용법, 연체료 온라인 결재방법에 심을 보 다. 그 이외에 산

에 련된 반 인 내용으로 각종 데이터베이스 사용법과 Library 2.0 기반에

서 도서 의 새로운 서비스로서 블로그와 키스를 이용한 참고 사에 하여 

많은 심을 보 다. 그러나 일부 연수사서들은 자 의 도서  산화 환경이 

열악하고 동시에 도서  운 에 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 인 내용부

터 시작해야 할 경우도 있다. 즉 도서 에 한 이해부터 사서철학, 정보검색

법, 국가기록 리의 요성, 도서 분류  편목법, 독서지도, 이용자서비스, 문화

로그램 운 , 참고면담법 등에 한 강의도 필요하 다.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례와 같이 특정한 국가의 사서들만을 상으로 

연수를 할 경우에는 기 인 내용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사 조사

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부분의 도서 들은 산화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악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지를 방문하여 교육을 할 경우에는 이용자 교육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지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라오스 사례 하나뿐이지만 라오스에서는 체 

교직원을 상으로 도서 의 요성과 훌륭한 도서 을 만들기 해서 교직원

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특강을 실시하 던바 반응이 매우 좋았다. 이들

은 지 까지 이런 교육을 받아 본 이 없었고 도서 이 왜 그 게 요한지도 

몰랐다고 의견을 제시하 다. 

한편 교육내용을 정할 때 사 조사가 요하지만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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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수사서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강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강사는 필요한 경우 정된 교육 로그램을 약간 변경하더라도 

연수사서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할 내용이 정해지고 강사와 시간 등이 정해지면 교육을 맡아 진행하는 

기 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어 자칫 교육내용이 복될 염려가 있다. 를 들면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로그램의 경우는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3개의 기 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서들의 업무 에 가장 기본

인 업무인 분류, MARC입력, 산실무 등과 같은 분야에서 복될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국립 앙도서 에서 로그램을 편성하는 분이 경험이 많은 사

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연수과정에

서는 산분야의 교육은 도서 자동화 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맡았기에 

약간의 복이 있었다. 다행히 연수가 시작되기 이 에 로그램을 조정하 지

만 원인은 로그램 개발자가 사서로서 경험이 부족하 는데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록 교육내용이 정해지더라도 연수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코

디네이터와 교육내용을 기획한 사람 간의 조정이 있을 필요가 있다. 혹시 복

되지나 않는지 혹은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서연수는 국제 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매우 

요한 부분이다. 물론 연수기간 에 한국문화 탐방이나 도서  방문 등이 있지

만 이들은 모두 부차 인 일이다. 교육내용이 부실하면 다른 어떤 분야에서 장

이 있었더라도 사서연수는 성공 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내용이 연

수사서들에게 합하지 않다면 비록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더라도 연수사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2. 강사

국제 력사업으로서 사서연수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서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강사로서 역할이 매우 요하다.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은 매우 

많지만 가장 요한 것은 커뮤니 이션 능력과 실무 경험 그리고 국제 력에 

이바지 한다는 사정신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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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강사의 커뮤니케이션 

연수를 시작할 때 가장 문제 이 되는 부분은 강사와 연수사서들과의 의사소

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라크와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 사례의 경

우는 통역사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는 문제 이 없지만, 국립 앙도

서 에서 주 하는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로그램에는 별도의 통

역사가 없어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 이 있었다. 이 로그램에 참가한 연수사

서들 에는 일부는 어에 능통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어로  의사소

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국어도 동시에 사서연수과정에서 배우게 

한다. 그 결과 부분의 사서들은 6개월 정도가 되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

하는 수 이 되기 때문에 기본 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하지만 사서연수과정

이 진행되는 기에는 어로도 안 되고 한 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강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 어나 혹은 한 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만을 상으로 화를 나 는 것은 매우 험한 일이다. 강사와 연수사

서 사이에 어도 안 되고 한 도 안 되니 몇 마디만에 화가 단되면 연수

사서는 더 이상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괴감에 빠질 염려가 있다. 이

런 경우 어로 화를 진행하기보다는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단순한 

화라도 한 두 번은 꼭 성공 시켜야 한다. 그 게 해야만 한국어에 한 자신

감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극 이다. 물론 다른 연수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  양해를 구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모두들 

동감하고 동료의식이 있기에 조를 잘 한다. 강사가 지례짐작으로 다른 연수

사서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육진도를 계속 나간다면 올바른 

교육이 되지 못한다.

3.2.2. 강사의 자격요건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로서 동질 의식

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연수사서들은 도서 에 한 문지식이 모두 다르다. 

특히 국립도서 의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로그램에 참가하는 사

서들 에는 문헌정보학과를 학교에서 정규 으로 이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

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강의수 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어려운 경우도 있

다. 정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지 못한 원인은 해당국가에는 아직 문헌정보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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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문헌정보학을 이수하 더라도 

근무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골고루 필요한 과목을 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게 연수사서들이 모두 서로 다른 지식과 경험 배경을 가지

고 있기에 강사들은 어느 수 에 강의를 해야 할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강사로서 가장 요한 것은 이론 인 배경과 장의 다양한 업무경험이 있어

야 하고 한 토론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식 수업에서 강

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마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매우 요하다.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경험은 실무경험과 해외 도서  

방문을 통해 체득한 지식이다. 실무는 산화를 직  경험해보았거나 혹은 

산화된 도서 을 직 운 해본 경험, 목록, 정보서비스, 이용자 교육, 마  등

에서 겪은 실무가 필요하다. 

강의할 때 주의할 이 몇 가지 있다. 즉 청연수인 경우에는 부분의 사

서들은 능력이 우수하고 자국에 한 애국심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들이다. 이

들은 교육에서도 극 이고 자국을 소개하는 일도 극 이며  자국을 비

난하거나 자국에 하여 비굴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각국의 국립 앙도서

의 역사는 우리들보다 부분 더 오래 되었다는 것에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

으며, 부분 사서들의 성격은 순진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달

하는 강사들의 자세가 매우 요하다. 한국에 해 나쁘게 설명한다든지 혹은 

상 방국가들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연수사서들에 하여 동정심

을 보여주는 행 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문화 인 차이 이 많이 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이슬람권 사서들과의 만남은 한국 강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은 불교와 카톨릭 문화에는 익숙하 지만 이슬람권 문화는 미지의 상

태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 출신의 사서들과의 화는 매우 신 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종교 인 화는 상 방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

하면 강의하기 에 책을 통해 미리 이슬람권 문화에 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 보다 더 원만한 강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으로 강사로서 주의할 과 갖추어야 할 에 해 알아봤지만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강사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사서교육과 같은 

국제 력의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려

는 극 이고 학구 이며 사정신이 있는 강사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강사들 에는 시간을 할애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분의 강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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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휴가를 사용하면서 연수를 진행하 기에 시간 인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

만 가능하면 해당도서 에서 국제 력차원에서 사서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란다.  

3.3. 교육방법 

사서연수는 라오스 사례처럼 한국의 사서가 지국가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방법과 한국으로 청하여 교육하는 방식이 있다. 청하는 경우에는 아시아&

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로그램처럼 여러 국가로부터 다수의 사서들을 

청하는 경우가 있고,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 이라크처럼 단일국가별로 사서

들을 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수과정이 있듯이 교육방법도 연

수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다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교육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개발도상국가들에 한 한국사서들의 선입 이 매우 

잘못 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비록 국가차원에서 한국보다는 경제 으

로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부분이지만, 사서들은 개별 으로 매우 훌륭한 능

력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방 인 교육 보다는 같은 사

서로서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로 생각한다면 교육효과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3.3.1. 토론식 교육

여러 국가의 사서들로 구성된 연수과정에서는 국가마다 도서  환경과 사서

들의 실무경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환경을 골고루 고려해야 하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로그램처럼 여러 

국가의 사서들로 구성된 연수과정은 각국마다 도서  환경과 개인 인 경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 인 주입식 교육은 문

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는 어에 능통한 경우가 있지만 일부는 

어에 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짧은 한

국어 실력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한 문헌

정보학에 한 사  지식이 충분히 갖춘 경우도 있지만 기 인 지식만을 갖

춘 경우도 있기에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연수사서들과 화를 많이 하고 그들로 하여  다양한 경험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하려면 토론식 강의가 가장 당한 것으로 단되었다. 토론식 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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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사서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강사와 연수사서들 모두가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가능하

도록 한다. 더구나 연수사서들은 한국인들과 성격이 다르게 자기 생각이나 의

견  경험을 발표하는 데는 스스럼이 없으며 서로 토론하기를 좋아하 기 때

문에 연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  

이러한 토론식 교육방법은 연수결과를 평가하 을 때도 워크삽이나 세미나 

형태로 연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던 바가 있었다. 토론식은 

비록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서로의 경험과 한국의 경험을 서로 비교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강사가 미국도서 을 경험한 경우에는 미국도서 까지도 비교

할 수 있기에 실질 인 연수가 될 수 있다. 

3.3.2. 맞춤식 교육

특정한 국가의 사서들을 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국가의 도서  환경이나 

사서들의 교육정도  이용자들의 도서  이해 정도를 미리 악하여 부족한 

분야에 집 하는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사 에 해당

국가의 도서  정보를 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해당도서 의 황을 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사서들의 

학력, 도서  장서, 도서  서비스 수 , 도서  산화 정도, 학에서 문헌정

보학과 개설 여부 등을 악하면 해당도서 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악

할 수 있다. 만약 홈페이지 내용을 악하기 어렵거나 혹은 홈페이지가 매우 

단순한 수 이면 해당 도서 의 사서들에게는 도서  운 의 기 부터 시작하

여야 할 것이다. 

기본 인 정보를 수집한 후 강의가 시작되면 다시 한 번 더 해당국가의 사서

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악하여야 한다. 즉 강사는 연수사서들의 수

이 어느 정도인지를 각종 질문을 통하여 알아 야 한다. 연수사서들로부터 

먼  질문이 오도록 기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도서  환경이 열악하고 사

서양성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국가의 사서들은 자국의 도서 에서는 무

엇이 문제인지 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질의응답형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해서는 강사는 그들에게 도서  운 에서 

실질 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미리 비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장서개발 분야에서는 “일년의 도서구입 산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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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되는지” “도서구입 산이 없으면 책은 어떻게 수집하는지” 등의 질문을 

비하여 그런 문제를 하나 하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강의하여야 한다. 그

지 않고 '장서개발이란 이 게 하는 것이다'라는 방식의 일방  강의는 서로 환

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한다. 강사가 비한 질문에 해당

국가의 처방안을 사서들로부터 우선 듣고 그 다음에 한국의 사례를 설명함으

로서 서로를 비교하게 하여 그들의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직 이 서로 다른 여러 명의 사서들로 구성되었을 때는 질문도 가 이면 

직 에 따라 다르게 하도록 비한다. 즉 리자 에게는 도서  운 에 련

된 질문을 하고, 실무자들에게는 실무에 필요한 세부 인 질문을 한다. 특히 

리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함으로서 그들에게 도서  운 의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연수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맞춤식 교육은 특정한 국가의 사서들만을 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립

앙도서 의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로그램처럼, 여러 국가로부

터 온 사서들을 상으로 할 때도 유효하게 사용되었다. 즉 연수사서들 개인별

로 필요한 부분이나 혹은 추가 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과제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강사들이 조언을 하는 방식의 맞춤식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

식은 스스로 연구과제를 정하고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연수효과를 극 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과제가 모두 자국에 

돌아가면 바로 용할 수 있는 실무 인 분야를 선택함으로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맞춤식 교육은 특정한 국가의 사서들을 상으

로 할 때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로부터 온 사서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

방법으로 단되었다.

3.3.3. 현지 교육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지에서 교육을 할 때는 한국에 청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이 있다. 즉 도서

 환경이 열악하고 경 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무시

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서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기가 힘들다. 한 도서

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충만하지 않아 비한 교육을 계획 로 진행하기

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도서  운 과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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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공통된 업무만 체 사서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육하고, 나머지는 각자 

업무별로 1:1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면 장서개발에 한 강의는 수

서담당 사서 자리에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황을 악하고, 

문제 을 지 해주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방식이 

효과 이다. 마찬가지로 퍼런스데스크나 혹은 출반납데스크에서 열람사서

와 함께 근무하면서 바람직한 인터뷰 방법과 1:1 이용자 교육법 등을 지도해

으로서 직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교육은 한국사서가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교육이 끝나면 교육 결과를 업무에 

반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즉 체계 으로 계속교육이 필요하다. 라오스 사례에

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후 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나타나지를 

않는다. 

계속교육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국제 력원에서 견하는 

사서직 해외 사단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부분의 개

발국가에는 아직 사서연수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못하여 도서 의 요성과 도

서  운 에 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한국사서들을 해

외 사단원으로 선발하여 이들 도서 에 배치하여 도서 을 직  운 하거나, 

혹은 사서들을 한 계속교육을 지속한다면 도서 의 발 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비록 재 여러 개발도상국가에 한국 사서들이 해외 사단원으로 

견되어 있지만, 이들은 주로 국립도서 이나 틀이 잡 있는 학도서 에 배

치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서 들보다는 체계가 잡 지지 않은 학도서 이

나 공공도서 으로 견함으로서 해당 국가의 도서 을 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3.4. 도서관 벤치마킹

연수는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연수생들은 직에 근무

하는 사서들이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한국의 사서들과 한국의 도서

에 하여 매우 궁 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IT산업분야에서 발달

하 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한국의 도서 을 방문하여 그러한 상황을 직  

확인해보기를 원한다. 주로 방문한 도서 들은 국립 앙도서 , 국립어린이청소

년도서 , 정독도서 , 남산도서 , 노원어린이도서 , 연세 학교도서 , 한양

학교도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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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서 을 방문한 후에 한국도서 에 해 규모면에서나 장서량 그리고 열

람실에 해 많은 호기심을 보 다. 그러나 구체 으로 벤치마킹하기 한 사

자료를 비하지 못하여 라우징하는 수 의 도서  탐방이 이루어졌다. 보

다 더 효과 인 도서  탐방이 되기 해서는 사 에 방문도서 과 의하여 

연수사서들이 한국사서들과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 게 하기 해서는 연수사서들에게 질문하기 한 체크리스트를 사

에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된 체크리스트로 한국사서들과 1:1

로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지 않으면 비록 

도서 을 방문하 더라도 업무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습득하기는 어렵고 다

만 사진만 남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는 이미 한국사서들이 미국 도서 을 탐방하면서 시행착오를 많

이 겪은 바와 같이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 충분

히 비한 만큼의 효과는 있다.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로그램에서

는 국립 앙도서 과 서울 학교를 벤치마킹하기 하여 많은 비를 하 기에 

실질 인 도움이 되었지만, 이라크와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 사례의 경우에

는 방문도서 과 사  조율을 하지 못하여 단순히 방문하는 수 에 머물 다.   

방문 상 도서 을 선정할 때는 기본 으로 국립 앙도서 과 공공도서  그

리고 학도서 을 방문하게 된다. 이때 공공도서 과 학도서 은 가 이

면 해당국가의 도시와 학규모가 비슷한 도서 을 선정하여 집 으로 벤치

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크고 새롭게 신축한 도서  주로만 방문

도서 을 선정할 경우에는 자국의 도서 과 비교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연수

사서들이 미국의 도서 들보다 한국도서 에 해 보다 많은 심을 가지는 것

은 미국에 비해 한국의 도서 이 상 으로 근하기가 쉽고, 한 한국의 도

서 들은 이미 미국 도서  문화를 많이 소화하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이론도 요하지만 당장 한 것이 실무이다. 그래서 한

국도서 들은 연수사서들이 벤치마킹 목 으로 방문해오면 극 으로 력할 

필요가 있다. 즉 벤치마킹을 계기로 하여 도서 과 도서  그리고 사서와 사서

로서 계를 유지한다면 좋은 국제 력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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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한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하 다. 다양한 원

조 활동 에서 한국은 다양한 교육원조 활동에 극 이다. 그 에서도 도서

 사서들에 한 교육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

원조로 이루어지는 사서연수 사례를 분석하 다. 표 인 사례로는 국립 앙

도서 에서 주 하는 아시아&아 리카 동반자 사서연수, KOICA에서 주 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서연수, 재경부에서 주 한 라오스 사서연수, 자이툰부

에서 주 한 이라크 사서연수 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로그램들은 양

국간의 도서  문화를 이해하고 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서  분야에서 더욱 많은 국제 력 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상되

며 그 에서도 사서연수분야도 포함될 것이다. 다음에 사서연수를 기획할 때

는 보다 더 효과 인 연수가 되기 해서는 교육내용과 강사, 도서 벤치마킹 

그리고 교육방법 등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내용을 계획할 때는 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인 내용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연수과정은 부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 인 분야

를 강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연수사서들도 부분 한국의 실무를 익히기

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에 능숙한 연수사서들은 이론 인 분야에 해서는 

오히려 한국 사서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무 에서도 특히 

IT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강 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한 내용을 많이 편성

할 필요가 있다. 

강사는 국제 력사업에 심이 있고 도서 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장 사서

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부분의 강의가 어로 진행되기 때문

에 어에 의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르젠테이션

이나 강의교재도 모두 어로 편집하여야 연수사서들이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사서연수는 한국으로 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지에서도 이

루어진다. 이런 경우도 단기간의 연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 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보다 더 실질 인 연수가 이루어지려면 도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서를 해외 사단원을 극 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

다고 단된다. 사서직 해외 사단원 견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처럼 이미 체

계를 갖춘 형도서 이나 기타 국가의 국립 앙도서 에 견하여 한국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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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자료를 정리 시키는 것도 요하지만,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도서 에 견하여 해당 도서 이 정상화 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교육방식은 일방 인 주입식 강의 방식과는 달리하여야 한다. 연수사서들은 

자국의 도서  환경과 개인별 실무경험  의사소통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방 인 강의방식보다는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식 교육이 

바람직하다. 연수에 참가한 사서들은 각국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토론으로 교육

을 진행하면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한 의사소통이 부족한 사서들

에게도 기회를 으로서 사서라는 공동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도서 벤치마킹은 부분의 연수사서들이 심을 두는 분야이다. 그러나 실

질 인 도움이 되지를 못한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방문하고 사진만 은 것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 실질 인 벤치마킹이 되기 해서는 방문하기 이 에 궁

한 분야와 개별 으로 연구할 분야에 하여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방문 도

서 의 사서들과 충분한 화를 나  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방문도서 에서 

직 사서들과 실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서 실무자들끼리 계속 인 계를 가질 수 있어 실질

인 국제 력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요한 것은 교육내용과 강

사의 의지가 요하다. 교육내용은 연수사서들이 연수에 극 이기 때문에 조

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강사는 한국의 사서를 표하여 국제

력에 이바지한다는 의식으로 연수에 참가해야 한다. 연수에 참가한 강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만나기 쉽지 않은 아시아권 다른 나라의 사서 분들과 많은 

내용을 교류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 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도서  에

서는 많은 발 을 이루었고, 이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소개하고, 달하는 자리여

서 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동기로 교육하 다.” 그 이외에 

“피부색과 언어는 다르지만 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라서 쉽게 친 해 질 

수 있었으며, 교육외 으로 다른 나라의 도서  장에 해 간 으로 정보

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다.”라고 하는 바와 같이, 사서들도 도서 을 매개

로 국제 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알았고 동시에 우리의 도서  실을 다

시 한 번 둘러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연수를 마칠 때마다 강사로 참가한 자는 가끔 회의감을 느낄 경우

가 있었다. 도서  분야에서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핵심역량은 무엇이고,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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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떠한 핵심역량을 키워야 할지 막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가들

의 도서 들은 격한 차이가 나는 미국이나 일본의 도서 을 벤치마킹하는 것

보다 한국의 도서 을 벤치마킹하는데 오히려 충격이 덜하고, 한국은 이미 시

행착오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는 안이 되었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 한국도서 은 선진국의 도

서 과 개발도상국의 도서 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서 핵심역량을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사서들은 해외에 나갈 경우 선진도서 뿐

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들의 도서 도 방문해보아 한국과의 차이 이나 개선

할 을 체크해둔다거나, 혹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을 각

종 매체에 극 으로 발표함으로서 지식을 체계화하면, 앞으로 도서 을 수출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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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튀니지 국립도서관에서 

개최된 제1회 한․튀니지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주제 “고서의 디지털화”, 

“한지를 이용한 복원처리 사례”를 발표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주 제 발 표

◈ 한 국 ◈

한지를 이용한 보존 및 복원 처리 사례

- 황문평 선생 기증자료 보존 및 복원처리 -

현  혜  원*1)

1. 개  요

2005년 국립 앙도서 은 유명한 작곡가인 황문평 선생님의 소장자료 약 300

여종을 기증 받았다. 황문평 선생님은 국민훈장동백장을 추서 받은 한국의 

표 인 가요 작곡가겸 문화평론가로 2004년 별세하 다. 

이번 기증 자료들은 선생의 표작들의 원본 악보들 뿐 아니라 선생의 기사 

스크랩, 작성 원고 등 한국 문화의 역사를 한 에 알 수 있는 문화  가치

가 매우 높은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자료들은 선생 개인이 보 하던 자료들

로서 가치가 높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히 보 되지 않아 찢어지거나 잉크

가 번지는 등 물리 인 훼손이 많이 일어나 있었다. 한 황문평 선생님을 기

리기 한 시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자료보존실에서 자료들이 안 히 시될 

수 있도록 훼손된 부분의 보존  복원 처리를 실시하고 성 보존상자를 제작

하여 더 이상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 다. 

이 논문은 황문평 선생 자료의 보존  복원처리 내용에 하여 소개하 다. 

* 도서 연구소 자료보존실 자료보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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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상태

자료들은 악보, 원고지, 문서, 바인더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1)  원고지와 문서에는 리그닌이 함유된 우드펄 로 만든  용

지가 사용되었으며 자료들이 부분 1970년  자료이므로 열화와 산화가 심각

하게 진행되어 있었다.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다

 

[표 1] 황문평 선생님 기증자료 종류와 수량 

구 분 종 수 수 량 종 류 매 체

악보 155 9,280 낱장자료 연필, 수성펜

원고지 15 1,830 낱장자료 수성펜

문서 10 200 낱장자료 인쇄잉크

카탈로그 8 411 책자형 인쇄잉크

바인더 27 2,338 일 인쇄잉크

책 15 1,330 책자형 인쇄잉크

신문 3 160 스크랩 인쇄잉크

장 27 50 낱장자료 인쇄잉크

기타 7 210 * *

총 계 267 종, 15,809장

처음 도서 에 입고되었을 때 자료들은 일반 서류 투에 보 되어 있었고 

먼지가 많이 쌓인 상태 다.(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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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입고당시 모습

자료의 부분이 일반 서류 투에 오랜 기간 동안 보 되어 있어 황변화와 

산성화가 진행된 상태 으며 보  상태가 좋지 않아 물리  훼손, 휘어짐, 찢어

짐, 짐 등이 많이 나타나 있었다. 이와 같은 물리 인 훼손 외에도 먼지  

곰팡이가 자료의 열화와 산성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었다.

2.1 악보

악보의 경우 부주의한 사용으로 잉크가 번져있거나 가장자리가 많이 닳고 결

손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물 얼룩이 생긴곳도 많이 찰되었다. 수성펜으로 

쓰여진 부분은 부분 모두 번져 있었으며 처음부터 잘못 진 부분들이 많

아 찢어짐, 휘어짐등 훼손을 유발하 다. 자료가 보 되어있던 투는 산성화 

재질로 자료의 산성화를 진시키고 있었으며 투자체가 찢어지고 구멍난 부

분들이 많아 자료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성 투로의 교체가 

시 하 다. 종이의 상태는 황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체로 양호한 편이었

다.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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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2.2 원고지

원고지류는 황변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자료 다. 그만큼 종이의 재질이 좋

지 않아 비닐 끈으로 묶여져 있던 자료들이 많아 휘어지거나 찢어지는 등 물리

 훼손이 심하 다. 원고지에 사용된 클립들은 모두 녹이 슬어 자료에 얼룩을 

남기고 산성화의 가속 원인이 되고 있었다. 

2.3 바인더

바인더의 경우는 스크랩 자료가 부분이었는데 자료가 여러장 겹쳐져 있는 

부분들도 많고 바인더 내부 종이가 산화되어 스크랩 자료들을 산성화 시키고 

있었다. (사진 3)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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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존 및 복원 처리과정

황문평 자료의 보존처리는 자료의 물리  훼손된 부분을 수선․복원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하고 산성화된 자료는 탈산처리를 실시하여 수명을 연장시

키며 보존상자에 보 하여 향후 자료가 안 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두었다. 

이번 보존처리 로젝트는 다양한 종류의 량 자료를 시일정에 맞춰 제한

된 시간에 처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 자료의 종류와 훼손 유형이 

다양하여 각 자료의 상태와 유형에 한 보존처리 방법을 선별, 결정하는 것

이 요하 다. 악보의 경우는 연필로 작성된 부분이 많아 건식세척에 지우개

를 사용할 수 없었고 수성펜이 사용된 부분들이 많아 습식세척도 제한 인 부

분들이 많았다. 원고지의 경우는 산성화가 무 많이 진행되어 보존처리뿐 아

니라 마이크로필름 제작 등 체매체로의 변환이 시 하 다. 보존처리 범 는 

담당 부서와 시목 , 자료의 가치  상태에 한 토론과 의를 거친 후 악

보 자료들은 모두 개별 처리하고 신문자료와 원고지 같은 경우는 건식세척 후 

보존용 성 투로 교체하며 바인더는 내부자료의 개별처리 보다는 성 바인

더로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가장 먼  체 자료의 소독을 실시하 다. 기증  자료들이 보 되고 있던 

환경이 좋지 않아 자료들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곰팡이가 발생한 자료도 많

이 발견되어 자료소독이 시 하 다. 소독 후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수량

을 검하 다.

자료 유형별로 훼손상태를 검하여 1,2,3 등 으로 구분하 다. 자료의 등

이 결정된 후 자료상태를 고려하여 먼지제거, 건식 세척 등 방보존처리와 결

실부분 보강, 철심  테이  제거 등 문 인 처리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종이 재질의 상태에 따라 탈산처리를 실시하 으며 처리가 끝난 자료는 자료의 

특성에 맞추어 보존 투와 보존폴더에 나 어 보 하 다. 

자료소 자료구 상태점

예방보존처

전문복원

보존상자

[보존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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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태점검 및 분석

자료들의 반 인 상태는 1,2,3 등 으로 구분하 다. 1등 은 양호한 자료

로 자료 독에 어려움이 없으며 물리 , 화학 으로 안정한 자료이고, 2등 은 

자료 독은 가능하나 물리 으로 훼손되고 산성화가 진행된 자료를 나타내며, 

3등 은 보존처리가 시 히 필요한 자료로 분류하 다. 자료상태뿐 아니라 찢

어짐, 휘어짐, 산성화 등 훼손 유형도 구분하여 기록하 다.  보존처리  자료

의 pH, 종이수분, 종이두께 등을 측정하 다. pH 측정결과 pH 4~pH5.5 사이

에 측정된 자료들이 부분이었으며 종이 수분 정도는 6%~8% 사이로 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자료의 종이 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기계식 펄 로 명되었

으며 산성화에 따라 섬유의 단, 바스러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 4)

모든 내용들은 상태처리카드에 기록하 으며, 처리 의 사진을 모두 기록으

로 남겼다.

[사진 4] 종이섬유 사진

3.2 복원재료 선정과정

복원을 해서는 기본 으로 복원용지, 풀 등이 필요하다. 황문평 선생님이 

기증한 자료는 악보의 배 , 부분 수선 등을 해서 한국의 통한지를 사용하

다. 복원용으로 사용되는 종이재료는 몇가지 특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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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지는 복원용 재료로서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조과정에서부터 성의 조건으로 종이가 만들어진다. 

둘째, 종이를 만드는 방법이 외발뜨기 방식으로 닥섬유가 가로와 세로방향으

로 서로 치 하게 결합되어 만들어진다.(사진 5)

셋째, 닥섬유 자체가 가늘고 길고 투명하며 셀룰로오스 함량이 높고 리그닌 

함량이 낮다.

[사진 5] 한지의 섬유구조(외발뜨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지는 복원용지로서 많은 장 을 제공한다.

(1) 치수 안정성이 높아 복원후에도 습기와 온도에 따른 원지와 복원지의 떨

어짐이나 주름이 잡히는 원인을 방할 수 있으며,

(2) 성으로서 원지의 산성화를 방하고 산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3) 섬유가 가늘고 길며 질겨서 다양한 가공을 통하여 원지의 질감과 최 한 

가깝게 복원할 수 있다.

(4) 리그닌 함량이 낮아 향후 황변화, 변색을 방할 수 있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하여 황문평 자료는 한지를 복원용지로 선택하 다. 

3.3 복원처리

가벼운 먼지는 부드러운 붓으로 제거 하 으며 건식세척 스펀지와 지우개 

(Staedtler Mar) 가루를 사용하여 묵은 먼지를 제거하 다. (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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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건식세척 후 휘어지거나 진 낱장자료는 가습을 한 후 스 하여 평평

하게 펴주었다. 

찢어진 자료는 자료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훼손을 방하기 하여 한지를 

길게 잘라 소맥 분 풀을 이용하여 찢어진 부분을 따라 붙여 주었다. 결손부분

은 자료의 색과 두께가 비슷한 한지를 선별하여 라이트박스 에서 결손 부

를 따라 풀칠할 부분 정도 약간 크게 재단하여 처리 하 다.(사진 7) 

  

[사진 7]

자료에 남아있는 녹슨 클립은 모두 제거하 으며 스테이 러를 이용해 제본

된 자료의 철심도 모두 자료와 분리하여 녹을 제거 하여주었다. 스테이 러가 

사용된 자료는 실을 이용하여 다시 제본하여 주었다. 

자료에 붙여져 있던 테이 는 고온펜슬을 사용하거나 메스를 사용하여 필름 

부분을 먼  제거한 후(사진 8) 남아있는 착제는 테스트를 거친 후 아세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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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을 혼합하여 제거하 다. 면 을 사용하여 착제 부분에 약품을 얇게 

도포한 후 팽창한 착제를 면 으로 조심히 제거하 다.

[사진 8]

테이 가 붙여져 있던 자리는 한지와 소맥 분풀을 사용하여 합하 다.

(사진 9)

 

[사진 9]

pH 테스트 후 산성화가 많이 진행된 자료는 탈산처리를 실시하 다. 탈산처

리는 마그네슘을 베이스로한 비수성 탈산처리 약품을 사용, 스 이를 이용하

여 도포하 다. 탈산처리 후 자료의 pH는 pH7~8.5 사이로 증가하 다. 

보존처리 작업이 끝난 후 악보와 같은 낱장 자료들은 크기에 따라 성 투

에 상태 검카드와 함께 넣었으며 시리즈인 자료는 시리즈 별로 성폴더에 보

하 다.(사진 10) 성 투와 폴더는 보존상자에 넣어 서고에 배치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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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는 보존용품을 사용한 상자형 바인더로 교체하 다.(사진 11)

  

[사진 10]

  

[사진 11]

4. 결  론

황문평 기증자료의 보존처리는 훼손되어 사라질 수 있는 한국 음악의 소

한 자료를 보존한다는 요한 의미를 가진 로젝트 다. 특히 자칫 다락방

에 묻  버릴 수 있는 소 한 자료가 도서 에 기증되어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번 보존처리 로젝트를 통하여 자료의 안 한 보존뿐 아니라 앞으로 이용

자들이 안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자료의 수선․복원으



도서관 Vol.63 No.2 (2008년 12월)  137

로 인하여 물리  훼손을 방할 수 있으며 탈산처리를 실시하여 종이의 수명

을 연장시켜 오랫동안 자료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성 투와 상자 등 

한 보존환경을 만들어 으로서 부주의한 자료의 취 으로 인한 훼손을 

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탈산처리를 실시하 음에도 원고지류, 신문등은 종이의 열화 상태가 

심각하여 후에 종이의 재질을 보강할 수 있는 처리를 필요로 하며 악보 등 이

용가치가 높은 자료들은 마이크로필름 등 다른 매체로 변화하여 원본이용을 제

한하여야 할 것이다. 

황문평 자료와 같은 개인 소장 자료들은 그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히 보존 리 되지 못하여 귀 한 자료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 황문평 자료처럼 개인이 소장한 귀 한 자료들이 도서 에 기증되어 

한 리를 받는다면 한 개인의 소장품에 머물지 않고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여러 

사람이 이용함으로써 국가의 소 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료

기증이 활성화되어 사라져가는 소 한 국가문헌이 체계 인 보존 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야 할 것이다.



138  제1회 한 튀니지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주 제 발 표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 및 희귀본 디지털화 사업

Digitization Project of Old and Rare Materials 

in National Library of Korea

안 혜 경*1)

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전적 개요

국립 앙도서 은 국가 표도서 으로서 국내외 지  문화유산을 체계 으로 

수집ㆍ보존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가 서지의 작성  표 화를 도모하며, 

국내외 도서  간 교류ㆍ 력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립 앙도서 은 총 7백만 책에 달하는 방 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국

보 제148호인 속활자본 십칠사찬고 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와 기 한 본

인 보물 제523-1호 석보상 (釋譜詳節) 등 13종 43책의 지정 문화재를 포함하

여 총 23만여 책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  학술 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는 귀 본으로 지정하여 리하고 있으

며, 소장 자료의 보존 수명을 연장하기 해 마이크로필름, 원문 DB 등 다양한 

매체변환과 과학 인 보존 처리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 인 소장자료와 고서, 매체변환 황은 다음과 같다. 

* 도서 연구소 고서 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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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장 자료 현황

(’08.9.30 재 / 단  : 책)

구분 한국서 일본서 국서 서양서 고서 비도서 계

수량 4,722,000 259,000 54,000 579,000 268,000 1,094,000 6,976,000

비율(%) 68 4 1 8 3 16 100

1.2 소장 고서 및 매체변환 현황

(단  : 책, )

구분 귀 고서 일반고서 계 MicroFilm Full-Text DB

수량 3,208 227,226 230,434 8,426 97,172

* 고서 복제본 수량 제외

2.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 사업

국립 앙도서 에서는 1995년부터 목록  원문정보 서비스를 시작하여 이용

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술 ㆍ자료  가치가 높은 귀 본, 한국 고문서ㆍ고

지도를 포함하여, 작권이 소멸된 자료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와 보, 인

문과학분야 박사학 논문, 1945년 이  일본어 자료, 한국 련 외국자료, 주요 

학술지 등 총 37만 여책의 주요자료를 원문정보DB로 구축하여 국립 앙도서  

홈페이지1)  국가 자도서 2)에서 제공하고 있다.

1) www.nl.go.kr

2) www.dlibra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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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서관정보화 DB 구축현황

구  분
2000년

이

2000-

2006

2007

구축
계 내 용

주요자료
원문정보DB

85,074책 272,701책 13,687책 371,462책 도서  소장 주요자료

국가자료
종합목록DB

900만건 917만건 69만건 1,886만건
공공도서   정부부처자료
실 목록데이터

국가자료
목차정보DB

200,000책 1,041,823책 57,132책 1,298,955책
도서  소장 일반단행본, 구
동서, 연속간행물, 정부간행
물 등

기사색인 
록정보DB

- 580,205건 70,407건 650,612건
연속간행물  학술지 기사 
 록

시각장애인용
종합목록DB

- 14만건 2만건 16만건 시각장애인도서  소장목록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DB

- 3,416책 305책 3,721책
시각장애인 학생 소속 
학 기본 학습서

의 표와 같이 도서  정보화를 해 우리 도서  소장 주요자료를 디지털

화하여 원문정보DB를 구축, 재까지 371,462책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한, 국의 도서  소장 자료에 한 목록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축한 국가자

료 종합목록 DB와 우리 도서  소장 자료에 한 목차정보DB, 학술지 기사  

록정보 DB, 시각장애인용 목록  원문DB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데이터를 가공처리 하기 해서는 고성능 서버와 용량 데이터 보존디스크, 

백업 미디어, 고속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정비를 필요로 한다. 국립 앙도서

의 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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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목록 Full-Text 고서통합

<그림 1> 국립 앙도서  시스템 구성도 

국립 앙도서 은 소장 주요자료에 한 원문정보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함으

로써 작권이 소멸된 자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하고, 작

권이 있는 자료는 도서 내  가까운 공공도서 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

역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2 고전적의 디지털화 사업

◎ 고전적 원문DB 구축

(’08.9.30 재)

구분 고서 고문서 고지도 계

수량
93,030책 4,051종 91종 97,172책

13,842,352면 5,576면 3,331면 13,851,259면

고 의 원본 이용에 따른 자료 훼손을 이고 소장 자료의 보존 수명을 연

장하기 해 마이크로필름, 컬러슬라이드, 원문 DB 등 다양한 매체변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고 을 디지털이미지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화



142  제1회 한 튀니지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한 원문DB 구축 사업을 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995년 이래로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된 국보, 보물 등의 문화재와 고서 귀

본, 희귀본을 상으로 하여 목차  해제정보는 텍스트로, 원문정보는 이미

지로 구축하여 국립 앙도서  홈페이지와 국가 자도서 을 통해 제공하고 있

다. 소장 자료를 디지털이미지로 변환시켜 자동화된 목록과 연결시키면 자료의 

보존과 검색 이용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산 자동화되는 것이다.

디지털화 작업에 앞서, 자료의 보존가치  이용가치를 고려하고, 귀 성, 희

소성을 검토하여 디지털화 할 순 를 결정한 후 상 자료를 선정하 다. 

<그림 2> 자료 상세검색  검색결과 화면 

 

<그림 2> 소장 자료의 상세검색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주요 검

색항목으로 서명, 자명, 색인어, 발행년도 등을 설정하 고, 원문DB가 구축된 

자료는 주황색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디지털이미지를 보기 

해서서는 국립 앙도서 의 용 라우져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미지 뷰어

의 기능에는 해당 자료의 목차보기, 확 ㆍ축소보기 기능, 페이지 이동, 린트 

기능, 이미지 회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문이미지의 사양으로는 표지  본문 정보에 24bit컬러 300Dpi JPEG, 혹은 

흑백 400Dpi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를 용하여 스캐닝 하 다. 

재까지 고서의 원문DB 수록 건수는 93,030책 13,842,352면, 고문서는 4,051

 5,576면으로, 체 소장고서의 42%를 구축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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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문DB 검색  고서 원문정보 DB 화면

  

<그림 4> 고문서 원문DB 화면  

◎ 고지도 원문DB 구축

국립 앙도서  소장 고지도 자료  91  3,331면을 상으로 원문 이미지

를 구축하 으며, 고지도의 지명  치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명

에 한 색인작성과 지도의 치에 한 링크정보를 구축하 다. 

지도는 낱장 는 두루마리로 보 되어 있고, 옛 지명 연구 등 사료  가치

가 높으므로 디지털화를 통해 원본의 이용을 제한하여 자료 보존을 도모할 수 

있다.

지도의 경우 일반 책자와 달리 형크기의 자료가 많아 1700Dpi 이상의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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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이미지를 채택하여 별도의 뷰어를 통하여 원문을 제공한다. 지도 이미지

의 크기별, 부분별 다양한 보기 기능을 설정하여 확 한 화면을 통해서도 선명

하고 생생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지도 이미지상의 

좌표, 지명  해제 정보도 서비스하고 있다. 한 검색을 한 지도 이미지의 

메타정보도 구축하 다.

<그림 5> 고지도 원문DB 화면

<그림 5>와 같이 검색한 지도자료 내에서 지명색인을 이용하여 상세한 치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결과는 빨간색 포인트로 해당 치를 표시해주고 있다.

◎ 원문DB 구축 작업공정

원문DB를 구축하기 하여 객 이고 공정한 기 과 차를 용하여 사업

자를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작업 공정 단계를 거쳐 수행한다.

 ① 상자료 목록과 원본확인, 자료 인수인계

 ② 원문DB 구축 상자료를 촬   스캐닝하여 원시데이터 구축

 ③ 스캐닝한 이미지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 기울기  여백 조정 등 보정

 ④ 국립 앙도서  표 지침에 의하여 목차  링크정보 생성

 ⑤ DB 업로드, 목록․목차․원문 연동 여부 검

 ⑥ 원문과 목차 링크 등 구축 DB 검  품질 확인

 ⑦ 납품한 CD-ROM 최종 검

 ⑧ 국가 자도서   국립 앙도서  홈페이지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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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오버헤드 스캐  

귀 자료, 훼손된 자료 등은 <그림 6>과 같은 비 방식(오버헤드)의 스캐

를 사용하여 원문DB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 자료의 훼손  변형

을 최 한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2.3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사업(www.dlibrary.go.kr)

국가 자도서  구축사업은 국립 앙도서 , 국회도서  등 국내 주요 7개 

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 목차  원문정보를 One-Stop으로 서비

스 받을 수 있는 통합 자도서  체제로 구축되어 운 하고 있다. 국가 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에 맞춰 1996년부터 6차에 걸쳐 추진되었다.

국가 자도서 에서 서비스 인 국립 앙도서 의 원문이미지를 열람하려면 

이미지뷰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립 앙도서 의 이미지뷰어로 TIFF, PDF 포

맷의 원문과 JPEG 포맷의 표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한 이미지뷰어는 아

크로뱃 리더와 연동되어있어 아크로뱃 리더가 먼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과

시스템을 연결하여 작권이 있는 원문에 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

여 서비스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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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문구축 자료 목록  목차, 록 보기 화면

 

<그림 7>은 원문DB로 구축된 고서의 목록을 서명순으로 보여주는 화면이며, 

해당 자료의 원문정보 외에도 목차  록정보까지 보여주고 있다.

국가 자도서 은 Z39.50  메타검색 기반 통합 자도서  체제를 구축하여 

원문, 목차, 록 등 국가자료의 복 구축을 최소화하고, 자도서  표  모

델 확립을 통한 국내 타 자도서  구축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기여하고 있다.

3. 고전적 통합데이터베이스(KORCIS)3) 구축 사업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KORCIS :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 국내외 소재하는 한국 고 을 상으로 고서목록 DB, 원문DB, 해

제 DB  목차 DB를 구축하여 고문헌자료에 심이 많은 이용자들에게 제공

하기 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다. 

한국 고 의 황 악  고  목록의 표 화, 목록ㆍ원문DB의 공동 구

축을 해 2005년부터 국립 앙도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47개 기 이 참

여하여 416,750건의 목록과 35,885건의 원문DB를 구축하 다. 

3) www.nl.go.kr/kor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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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고 종합목록 시스템 검색화면

 

<그림 8>은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 홈페이지로, 검색하고자 하는 고서자

료를 입력하면 해당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 들을 보여주며, 목록  원문정

보도 얻을 수 있다. 향후 미국 의회도서   하바드 학 소장 한국고서를 디

지털화하여 목록정보와 디지털 이미지를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에서 제공할 

정이다. 

한국고 종합목록시스템 구축함으로 각 기 에서 독자 인 방법으로 작성

한 목록에 한 표 화한 고서용 MARC를 용하고, 동일 본에 해 복 구

축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용자측면에서도 한자리에서 한국 고서에 한 목록 

검색과 소재 악, 원문정보 열람이 가능하여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극 화하 다.

4. 향후 계획

지 까지 국립 앙도서 에서 수행한 디지털화 사업을 고 을 심으로 살

펴보았다. 소장 고 의 목록DB 구축, 목차  해제DB와 연계하여 원문 이미

지DB 구축, 국내외 한국 고  소장기 과의 력으로 고  종합목록  

원문DB 구축 등의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료의 보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를 기 하고 있다. 

원문정보의 구 보존을 한 자매체의 안정성에 해 향후 보다 깊은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한 정보는 자료의 이용측면에서 원자료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항구 인 자료 보존을 기 하기 힘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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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존매체로 디지털 매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한, 주제별 검색을 하여 고서의 주제명표목  거 도입이 필요하다. 고

 자료의 주 이용자인 연구자들을 한 주제명표목  거를 도입하여 주

제별, 분야별로 고 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구축을 시작할 정이다. 

한국학 분야의 연구 역이 확 되면서 해외에서의 연구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해외에서도 원문이용이 가능하도록 안정되고 표 화된 

시스템의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문자의 표 화와 안정된 이미지뷰어 

등 변환소 트웨어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내년에 개 할 국립디지털도서 과 연계하여 디지털 자료를 효율 으로 리

할 수 있도록 표  메타데이터, 표  검색 로토콜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재구

성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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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자자가 할 수도 있다.

  10) 별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부담으로 필요부수를 논문표지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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