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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도의 지도학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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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김정호는 1834년부터 네 번에 걸쳐 서로 다른 청구도를 제작하 다. 국립

앙도서  소장 청구도 2책은 1846년에서 1849년경 사이에 제작된 마지막 

본으로, 지도의 제작과 이용  교정에 한 김정호의 고민이 가장 집약 으로 

담겨 있다. 첫째, 7m 안 의 형 도를 그린 후 29층 22 으로 나 어 휴

와 이용에 편리한 2권의 지도책으로 만들었다. 둘째, 찾아보기지도(색인도)를 

개발하여 각 지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축척을 표시하는 새

로운 방법을 개발하 다. 넷째, 통계 정보를 한 에 볼 수 있는 통계표를 개발

하 다. 다섯째,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역사․통치 련 정보를 새롭게 조사하여 

추가하 다. 여섯째, 조선에서 가장 요한 정보가 집된 ｢도성도｣를 일반 지

도 면보다 훨씬 축척으로 그려 따로 삽입해 주었다. 일곱째, 지도에 수록된 

정보의 수 , 정확성 등을 미리 알려주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1)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 고 운 실 고서 문원(bong265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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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었다. 여덟째, 지도의 정확한 확 ․축소 방법을 제시하여 필사에서 나타나

는 오류를 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홉째, 지도의 정확한 교정 방법을 제시

하여 국가에서 더욱 정확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 다. 열째, 37개의 항

목에 걸쳐 지리지의 편찬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하여 국가에서 새로운 지리지를 

편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청구도에 담겨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근․

 지도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세계 지도학사  측면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수 이다.

주제어 : 김정호, 청구도, 지도, 지도학사, 국립 앙도서

< Abstract >

From 1834, Kim Jeongho (金正浩) produced four editions of Cheonggu-do (靑

邱圖).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olds the last edition, which consists of 2 

volumes, Geon (乾) and Gon (坤) and was produced between 1846 and 1849. This 

contains Kim Jeoungho's deep thoughts on the production, use, and correction of 

maps. First, he drew an approximately seven meter long, large sized map and 

then made it into two volumes by dividing it into 29 layers and 22 blocks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to use and carry them conveniently. Second, index 

maps, invented by Kim, enable users to find each region easily. Third, he 

developed a new way to indicate scales on maps. Fourth, he used statistics tables 

which help people understand statistical information at a glance. Fifth, he 

supplemented the maps with the newly investigated information, necessary to 

users, on history and governing towns. Sixth, Doseongdo (map of the capital), 

containing much important information, was inserted separately by using a still 

larger scale than the other maps in the atlas. Seventh, he mentioned the level he 

covers in the maps and the possibility that they are inaccurate to prevent any 

confusion by users. Eighth, he prevented chaotic situations for users resulting 

from errors in the process of transcribing maps. Ninth, he suggested ways to 

correct maps precisely so that government was able to produce more accurate 

maps. Tenth, he helped government produce new Jiriji (geographical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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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oposing 37 items on how to compile descriptions. Like these features above, 

Cheonggu-do has many characteristics which can be generally found on modern 

and contemporary maps, and holds a prestigious position in the history of 

cartology in the world.  

Key words : Cheonggu-do (靑邱圖), Kim Jeongho (金正浩), Atlas, 

History of Cartology, National Library of Korea

1. 서  론

1980년 까지만 하더라도 ‘근  지도학의 정확성’에 을 맞추어 조선시

의 지도학을 바라보려는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 우리도 정확성을 추구

한 서양의 근 지도 못지않게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려 하

고, 그래서 김정호의 목 본 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주목했던 것이다.

1990년 에 들어서 김정호 이 에도 상당히 정확한 지도가 제작되었음을 

1740년  정상기(鄭尙驥, 1678-1752)의 동국지도(東國地圖) 제작과 그의 아

들 정항령(鄭恒齡, 1710-1770)을 비롯한 후손들의 지속 인 수정 작업에 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정철조(鄭喆祚, 1730-1781)와 정후조

(鄭厚祚, 1758-1793) 형제의 축척 지도 제작, 1770년 조의 명을 받아 착

수하여 완성한 신경 (申景濬, 1712-1781)의 20리  축척 지도의 제작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박인호, 1996; 배우성, 1998; 양보경, 1995; 오상학, 

1994; 이기 , 2007․2008(a); 이상태, 1999 등)

이런 연구들을 통해 조선시 의 지도가 제작된 배경과 계보에 해서는 거

의 정리가 이루어진 편이다. 그리고 그 성과에 힘입어 목 본  동여지도
가 갑자기 출 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정보 체계의 정립과 정상기․정철조․

정후조․신경 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학자의 노력이 김정호에 의해 집 성

되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조선의 지도학에 해 

밝 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그 의 하나가 정확성과 자세함을 넘어 지도

의 제작과 이용의 계에 한 폭넓고 체계 인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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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는 이용을 제로 제작되는 것이며, 어떤 이용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지도의 제작 방식과 수록될 내용의 종류가 결정된다. 따라서 지도의 제작자

가 어느 수 의 이용을 목표로 지도를 제작했느냐를 밝히는 것은 지도의 다

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핵심 인 부분  하나이다. 특히 체계화된 정보가 

많이 존재하여 언제, 어느 때라도 참조할 수 있는 (官)이 아니라 상 으

로 정보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민간의 이용을 제로 지도를 제작한다면 이

용의 문제는 더욱 요해진다. 

김정호의 목 본  동여지도는 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수 이용을 목표

로 제작된 축척 지도다. 따라서 정확성과 자세함의 차원을 넘어 이용의 문

제를 어떻게 고려했는지에 주목해야 목 본  동여지도에 한 폭넓은 이

해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목 본  동

여지도가 정상기․정철조․정후조․신경  등 조선후기 지도학의 집 성임

과 동시에 청구도(靑邱圖)로부터 시작된 김정호 자신의 지도학에 한 열

정이 집 성된 작품이기도 하다는 이다. 

지도의 제작과 이용에 한 김정호의 기 고민이 가장 체계 으로 담겨 

있는 것이 청구도이고, 이후 여러 번의 변화 과정을 거쳐 목 본  동여지

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도에 한 이해 없이 목 본  동여지

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동안 조선후기 지도학의 성과에 

한 연구가 부족하여 목 본  동여지도가 갑자기 출 했던 것처럼 이해

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청구도로부터 시작된 김정호의 고

민에 한 이해 없이 목 본  동여지도가 갑자기 출 한 것처럼 이해하면 

역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된 청구도(한貴古朝61-80)는 귀 본으로 지정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 1,594-1호이기도 하다. 그리고 

1834년(순조 34)에 쓴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청구도제(靑邱圖題)｣가  

1책의 가장 앞쪽에 수록되어 있는데, 김정호(金正浩, 추정: 1804-1866)가 제

작했다고 기록해 놓아 제작자가 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

품 의 하나이다. 

김정호는 한민국의 역사 인물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유명하며, 

그것이 청구도가 보물로 지정되는데 요한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하

지만 단지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지도의 제작과 이용  교정에 한 고

민이 어느 작품보다도 풍부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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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런 고민이 구도 따라오기 힘들 만큼 정교하게 이루

어졌다는 에 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에서는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된 보물 1,594-1호의 청구도가 갖고 

있는 지도학사  가치를 살펴 으로써 지도의 제작과 이용의 계에 해 김

정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추 해 보려 한다. 이 과정에서 그의 지도학에 

한 이해가 한국의 한 지도학자의 수 을 넘어 세계 지도학사에서 주목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고민의 깊이가 담겨 있음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해 

정확함과 자세함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요했던 지도의 이용 문제에 해 

김정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살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본 은 그 동안 필

자가 써온 청구도에 한 여러 연구를 국립 앙도서  소장 청구도를 

심으로 좀 더 체계화시켜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힌다.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도의 구성과 유형 분류 

국립 앙도서  소장 청구도는 건(乾)․곤(坤)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국립 앙도서  소장 청구도의 구성

건권(1책) 곤권(2책)

청구도제

청구도범례

동방제국도 / 사군삼한도 / 삼국 도 본조팔도성경합도

신라구주군 총도 / 고려오도양계주 총도

본조팔도주 도총목 ( 쪽 부분)

신라구주군 총도 / 고려오도양계주 총도

본조팔도주 도총목 (아래쪽 부분)

도성도 8장  쪽 4장 도성도 8장  아래쪽 4장

지도면 29층  홀수 층 지도면 29층  짝수 층

군국총목표

이  건권에는 첫째, 갑오년인 1834년에 최한기가 쓴 ｢청구도제(靑邱圖題)｣ 둘째, 

김정호가 직  작성한 ｢청구도범례(靑邱圖凡例)｣ 셋째, 역사지도인 ｢동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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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소장처 책수
청구
도제

청구도
범례

산 표 A B C 층수 통계 연 D 도곽

1 국도(a) 2 ○ × 산 기 ○ × × 28 ○ ? × ?

1 장서각 2 × × 산 기 ○ × × 28 ○(곽외) ○ × 묵선

1 남(a) 2 ○ × 산 기 ○ × × 28 ○ ○ × 묵선

1 동양(a) 2 × × 산 기 ○ × × 28 ○(곽외) ○ × 묵선

1 동양(b) 2 ○* × 산 기 ○ × × 28 ○ ○ × 묵선

1 버클리 3 ○ × 산 기 ○ × × 28 ○(별책) ○ × 묵선

1 천리(a) 2 ×** × 산 기 ○ × × 29 ○(곽외) ○ × 묵선

2 규장각(a) 4 ○ × 산 기 × ○ ○ 29 × × × 목

2 숭실 2 ○ × 산 기 × ○ ○ 29 × × × 목

2 오사카 2 ○ × 산 기 × ○ ○ 29 × ○ × 목

국도(東方諸國圖)｣-｢사군삼한도(四郡三韓圖)｣-｢삼국 도(三國前圖)｣ 넷째, 통일

신라․고려․조선의 역행정구역과 고을에 한 찾아보기지도(索引圖)인 ｢신라

구주군 총도(新羅九州郡縣總圖)｣-｢고려오도양계주 총도(高麗五道兩界州縣總

圖)｣-｢본조팔도주 도총목(本朝八道州縣圖總目)｣의 쪽 부분 다섯째, 고을보다 

훨씬 크게 그린 도성도 8장  쪽 4장 여섯째, 국을 남북 100리 동서 70리 간

격으로 나  29층  홀수 층이 수록되어 있다. 

곤권에는 첫째, 조선과 만주를 함께 그린 ｢본조팔도성경합도(本朝八道盛京合

圖)｣둘째, 통일신라․고려․조선의 역행정구역과 고을에 한 찾아보기지도인 

｢신라구주군 총도｣-｢고려오도양계주 총도｣-｢본조팔도주 도총목｣의 아래쪽 부

분 셋째, 고을보다 훨씬 크게 그린 도성도 8장  아래쪽 4장 넷째, 국을 동서 

70리 남북 100리 간격으로 나  29층  짝수 층 다섯째, 도별․고을별 통계를 정

리한 ｢군국총목표(軍國總目表)｣가 수록되어 있다.

국을 남북 100리 동서 70리 간격의 29층 22 으로 나 었기 때문에 남북을 

2,900리로, 동서를 1,540리로 그렸다. 목 본  동여지도가 남북 120리 동서 80

리 간격의 22층 20 으로 나 어 남북을 2,640리로, 동서를 1,600리로 그린 것과 

약간 다른 것인데, 남북의 차이는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의 거리를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상이다. 

<표 2> 청구도 4개 유형의 분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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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소장처 책수
청구
도제

청구도
범례

산 표 A B C 층수 통계 연 D 도곽

2 천리(b) 3 ○ × 산 기 × ○ ○ 29 ○(별권) ○ × 목

2 천리(c) 2 ○ × 산 기 × ○ ○ 29 × ○ × 목

3 규장각(b) 2 ○ ○(b) 우리 × × ○ 29 ○ ○ × 묵선

3 고려 2 ○ ○(b) 우리 × × ○ 29 ○ ○ × ?

3 남(b) 2 ○ ○(b) 우리 × × ○ 29 ○ ○ × 묵선

4 국도(b) 2 ○ ○(a) 산 기 × ○ ○ 29 ○(권말) ○ ○ 목

4 천리(d) 2 ○ ○(c) 산 기 × ○ ○ 29 ○(권말) ○ ? 목

참고 1) 국도-국립 앙도서 , 천리-천리도서 , 고려-고려 도서 , 남- 남 박물 , 

동양-동양문고, 버클리-버클리 학, 숭실-숭실 박물 , 오사카-오사카도서 , 

국도(a)는 일본정가당문고에 소장된 청구경 도의 인․마이크로필름임.

참고 2) * 세주 없음, ** 별도 서문

참고 3) A-경 선표목록․팔도분표, B-동방제국도․사군삼한도, C-본조팔도주 도총목, 

D-고진보․읍성

참고 4) 장상훈(2008, 2009)의 것을 기본으로 본 논문에 맞게 재편집.

출처: 이기 , 2009(a)

책의 크기는 세로×가로가 35.2×23.4cm이고, 각 층 의 지도 크기는 약 25.0× 

17.5cm이다. 국을 남북 29층 22 으로 나 었기 때문에 모두 합하면 남북 

725.0cm, 동서 385.0cm 이르는 형 지도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축척 

지도로 알려진 목 본  동여지도를 모두 합하면 남북 약 660.0cm, 동서 약 

220.0cm인데, 국립 앙도서  소장 청구도는 목 본  동여지도보다 더 큰 

지도다. 

지도 각 면의 심에는 ‘靑邱圖(청구도)’란 이름과 ‘제○층○( )’이 표기되어 있

다. 나머지 3면에는 10리 간격으로 동서로 一(里)에서 七(里)까지의 숫자가, 남북

으로는 一(里)에서 十(里)까지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재까지 청구도는 국내외를 합해 총 17본이 조사되었고, 몇 가지 기 으로 

구분할 때 4종류로 구분된다.2)  

첫째, 찾아보기의 기 형태인 ｢경 선표목록｣․｢팔도분표｣가 있는 유형이 

1834년경에 첫 번째로 편찬된 청구도이다.

둘째, 찾아보기지도인 ｢본조팔도주 도총목｣이 있지만 김정호가 직  작성한 ｢청

2) 4개 이본의 제작자와 제작시기에 한 이견이 있는데, 이에 해서는 김기 , 2004; 이기

, 2008(a)․2008(b)․2009(a)․2009(b); 장상훈 2007․2008․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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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범례｣가 없는 유형이 두 번째로 편찬된 청구도이다.

셋째, ｢본조팔도주 도총목｣과 ｢청구도범례｣가 있지만 우리식으로 그려진 유

형이 1846년에서 1849년경 사이에 세 번째로 편찬된 청구도이다.

넷째, ｢본조팔도주 도총목｣과 ｢청구도범례｣가 있으면서 산 기식으로 그려진 

유형이 1846년에서 1849년경 사이에 네 번째로 편찬된 청구도이다.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된 건․곤 2책의 청구도는 네 개의 유형  1846년에

서 1849년경 사이에 네 번째로 편찬된 청구도로서, 지도의 제작과 이용에 한 

김정호의 기 고민이 가장 집약 으로 표 되어 있다. 앞서 편찬된 세 종류의 청
구도와 비교․검토해 보면 김정호의 고민이 10여 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아울러 김정호가 참고했던 이  지도와의 차이 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한 김정호는 청구도의 제작과 이용에 한 그의 의견을 ｢청구도범례

｣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를 심으로 분석해 보면 청구도가 갖고 있는 지도학

사  의의도 분명하게 다가올 것이다.   

3. 김정호가 주요 자료로 참조한 지도의 특징과 문제점 

최한기가 1834년에 작성한 ｢청구도제｣에는 “(나의) 벗 김정호는 나이가 동

(童冠)일 때부터 지도와 지리지에 깊이 뜻을 두고 오랫동안 찾아 열람하여, 여러 

방법의 장 과 단 을 자세히 살폈다”고 기록했다. 최한기가 말한 ‘동 (童冠)’은 

‘아이이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한 시기’를 의미하므로, 늦어도 20세 후라고 보면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도제｣가 작성되는 1834년경에 김정호의 나

이는 최한기와 비슷한 30세 후 을 것으로 추정되어, 김정호가 첫 번째 청구

도 유형을 제작하기까지 략 10년 동안 지도와 지리지를 수집․검토하여 장

과 단 을 꼼꼼하게 비교했다고 할 수 있다.

김정호가 직  작성한 ｢청구도범례｣는 1846년 이후에 제작된 세 번째 청구도
유형에 처음으로 수록되는데, 거기에도 청구도를 제작하기까지 많은 지도와 지

리지를 수집․검토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시 와 고려로부터 조선의 정조 때

까지의 지도 제작사가 ｢청구도범례｣의 첫 번째 부분에 언 되어 있다.3) 한 

3) 우리나라에는 삼국과 고려시 로부터 역사서에 모두 지지(地志)가 있었는데, 지지는 

곧 지도의 근본이다. 이미 고려 엽에 유공식의 집에 보 된 지도가 있었고, 공민

왕 때 나흥유가 본국의 지도를 편찬하여 왕에게 바쳤다. 본조(조선)에 들어와 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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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년에 활자로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고을의 개별 읍지를 입수하여 여러 정보를 비교해 보았음도 기록되어 있다. 더 

요한 사실은 ｢청구도범례｣의 내용 체가 기존의 지도와 지리지에 한 범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 과 단 을 조목조목 열거한 것이라는 이다.

그러면 김정호가 이 게 수집․검토한 지도와 지리지 에서 첫 번째 청구도
를 완성할 때 가장 요하게 여긴 정보는 무엇일까? 여러 정보  가장 올바르다

고 여긴 것을 심으로 다시 제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청구도범례｣

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산의 이름과 읍치 사이의 거리는 지지에 나타나 있는데, 간행된 것 (사이에) 어긋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영평현의 관음산 [승람: 동쪽 30리, 비고: 북쪽 25리], 포

천현의 향적산 [승람: 서쪽 30리, 비고: 남쪽 25리], 충청도 비인현의 월명산[ 승람: 동쪽 

18리, 비고: 동쪽 7리], 경상도 울산부의 오산 [승람: 동남 10리, 비고: 동쪽 2리], 안의

현의 지우산[ 승람: 북쪽 20리, 비고: 동북 30리], 전라도 임실현의 고달산 [승람: 동북 

15리, 비고: 동 20리], 곡성현의 대덕산[승람: 남 45리, 비고: 동 25리], 황해도 배천군의 

대이산[승람: 동 30리, 비고:남 15리], 함경도 회령부의 갈파령[승람: 동 80리, 비고: 

동 150리], 함흥부의 천불산[승람: 서북 90리, 비고: 서 30리], 평안도 철산부의 장화산[승

람: 서남 27리, 읍지: 북 40리], 창성부의 운원산[승람: 서 30리, 읍지: 동 180리]. 이와 

같은 것은 일일이 들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 지도에 기록된 것과 지방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

이에) 또한 서로 다른 것이 있어 적절하게 따르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내가 참고한) 옛 지도

(舊圖)에 실려 있는 것을 따르되 나중에 (누군가 검토하여) 고찰해줄 것을 기다린다. 

앞의 인용문에 의하면 여러 정보들 에서 거리와 방향이 다른 것이 꽤 있는데, 

당시 김정호가 확보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어느 것이 옳은지 단하기 어려워 그

가 참조한 옛 지도의 것을 그 로 따랐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첫 번째부터 네 번

째까지 모든 청구도에 수록된 기본 인 지명, 산 기, 물 기, 해안선 등의 정보

와 거의 동일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면서 청구도 이 에 편찬된 다른 형식의 지

도책( 는 첩, 앞으로는 지도책으로 통일)이 여러 기 에 소장되어 해지고 있다. 

가 양성지에게 지지와 지도를 편찬하도록 명하 다. 내가 후에 편찬된 지도를 살

펴 보건데 반드시 것을 들어 이것을 밝히며, 옛날에 근거하여 지 을 살펴본다. 

오랫동안 해진 것은 오직 여지승람 각 도의 앞쪽에 있는 도별지도(八道圖本)뿐이

지만, 질박하고 소략하여 겨우 그 범 를 갖추었을 따름이다. 정조 때 여러 고을(州

郡)에 명하여 해당 지역(地方)을 그려서 진상하도록 하 다. 이에 표(經緯線表)

를 두었는데 혹은 팔도(八道)로 나 어 그리고, 혹은 고을로 나 어 뜻에 따라 만들

었다. (그 에서) 정철조․황엽․윤 의 지도가 가장 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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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 결과, 이들 지도책의 첫 번째 출발이 1770년 조의 명을 받은 신경

의 주도로 국 모든 곳에 동일한 간격의 20리 선을 그은 후 거리와 방향

의 정확성을 추구하여 제작한 축척 고을 지도책임이 밝 졌다(양보경, 1995; 이

기 , 2004(a)․2005(a)․(b); 이상태, 1998). 한 국립 앙도서  소장 해동여지

도 3책(앞으로는 해동여지도으로 통일)과 같이, 이용하기 편리한 크기로 통일

시키기 해 고을의 크기에 따라 20리 선의 간격을 조정하고 일부 내용을 편

집․교정한 축척 고을 지도책이 1776년에서 1787년(정조 11)경 사이에 제작되

었음도 밝 졌다(이상태, 1998; 이기 , 2004(a)).4) 그런데 최한기의 ｢청구도제｣에

는 김정호가 청구도를 제작할 때 극복하고 싶었던 지도책의 종류가 다음과 같

이 기록되어 있다.

  매번 한가한 때를 만나 수집한 것을 세세하게 살펴 제작 방식을 견주어 보니 곧 눈금선(方

罫)을 그려 넣음에 어쩔 수 없이 물을 자르고 산을 끊었으며, 여러 고을을 흩어 놓아 진실로 

표(表)를 보고 경계를 살피기가 어려웠다. [앞의 두 구절은 유전(流傳)하는 지도의 폐단을 밝힌 

것이다. 한 장 내에 거리(里數)에 따라 가로 세로의 정간(井間)을 그리고 물줄기와 산줄기를 그 

위에 더하였다. 이것이 곧 물을 자르고 산을 끊는다는 것이다. 334개의 고을을 각각 1폭에 그

렸기 때문에 작은 고을은 넓어지고, 큰 고을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그 표(表)에 따라 경계를 살

핌에 이르러서는 촌(寸)으로 척(尺)을 헤아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항상 문란함이 많았다.]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도(全幅)를 구역에 따라 나누었는데, 이것은 (중국 하나라의 시조가 

된) 우왕이 정전(井田)을 구획한 것을 본받은 것이고, 가장 자리의 선에 글자를 쓴 것은 태평성

대(昭代)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달력(曆算)의 표시 방법을 모방한 것이다. 

앞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김정호가 직  작성한 ｢청구도제｣의 첫머리에도 나온

다. 요약하면 김정호가 극복하고 싶었던 지도책은 첫째, 거리와 방향의 정확성을 

기하기 해 동일 간격의 선을 그었으며 둘째, 선이 물 기와 산 기 등

의 지도 내용 에도 그려져 있고 셋째, 동일한 크기의 종이 에 그리다보니 고

을의 크기에 따라 선의 간격이 다르며 넷째, 셋째의 이유 때문에 어떤 표에 

따라 경계를 살피기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4) 국립 앙도서  소장 해동여지도는 1820년  이후에 필사되었지만 수록된 내용은 

1776년과 1787년 사이의 상황이다. 따라서 최  본이 1776년과 1787년경 사이에 제

작된 것을 시기  변화를 반 하지 않고 그 로 필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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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립 앙도서

<그림 1> 해동여지도 함경도의 길주와 경기도의 양천․교하 지도

                           출처: 국립 앙도서

<그림 2> 해동여지도 경기도의 경 도

그런데 1770년에 신경  주도로 제작된 지도책을 1776년에서 1787년경 사이에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편집․교정한 해동여지도 계통과 같은 지도책 에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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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선이 ｢청구도제｣에서 언 한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한 해동여지도 계통 각 도(道)의 앞쪽에는 고을의 상  치를 알 수 

있도록 20리 간격의 선과 고을의 읍치( 심지)가 표시된 ｢경 도(經緯全

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청구도제｣에서 언 한 표이다.

앞서 언 했듯이 이 계통의 기본 인 지명, 산 기, 물 기의 정보도 네 개 유

형의 청구도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김정호는 청구도를 제작하기 해 많

은 지도와 지리지를 수집․검토한 후 해동여지도 계통의 지도책을 요 자료로 

하여 실제 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 을 개선하여 새로운 지도책을 제작하려 했음

을 알 수 있다.

4. 기존 지도의 문제점 개선 방식

1) 초대형 대축척 전도의 효과적 이용

신경 은 고을 지도책만 만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축척의 도별지도와 국지도

도 만들었다. 재 이 계통의 도별지도  경희 학교 혜정박물 과 개인에게 소

장된 경기도․강원도․함경남북도․경상도가 확인되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지도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20리를 약 2.5cm로 그렸기 때문에 국지

도의 경우 남북 길이가 5.3m 이상이다. 지도가 크면 시용 등으로는 멋있지만 

실제 이용에서는 무 불편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베껴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

래서 축척 지도의 경우, 이든 민간이든 이용에 편리하도록 작게 제작한 고을 

지도책을 베껴서 사용하게 되며, 재까지 해지는 것도 고을 지도책이 압도

으로 많다.

그런데 김정호는 국을 모두 연결하면 남북 5m를 넘는 도를 만들어 보 하

려 했다. 그 게 하기 해서는 선의 간격이 서로 다른 해동여지도 계통의 

고을 지도를 동일 간격으로 재조정하여 그린 후 연결해야 하며, 실제로 김정호는 

그 게 했다. 하지만 김정호는 이 게 큰 지도가 실제 이용에서 불편하다는 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다. 그것이 바로 ｢청

구도제｣에서 언 한 “그 문제 을 개선하기 해 도(全幅)를 구역에 따라 나

” 방식이고, ｢청구도범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5)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국을 모두 연결해서 그린 후 남북 100리와 동서 70리 간격으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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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층( 는 29층)과 동서 22 으로 나 어 책으로 엮었다.6) 

2) 찾아보기지도의 개발

앞의 방식은 고을마다 따로 지도를 그렸을 뿐만 아니라 고을의 크기에 따라 20

리의 선 간격이 다른 문제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해동여지도 계통의 문

제 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장 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을 순서 로 수록할 

수 없는 단 이 있어 찾아보기에 불편한 단 도 노출시킨다.7) 김정호도 이런 단

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고, 조선의 고

지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찾아보기 방식을 개발한다. 

첫 번째로 제작한 청구도에서는 국을 28층 22 으로 나  후 층 의 번호

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린 ｢팔도분표｣, 도별로 각 고을의 이름과 그 아래 해당 읍치

가 속한 층 의 번호를 어놓은 ｢주 총도목록｣을 제시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 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청구도에서는 국을 29층 22 으로 나  

후 각 고을의 이름과 해당 고을의 읍치를 표시한 ｢본조팔도주 도총목｣이란 찾아

보기지도(索引圖)를 제시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 다. 이 찾아보기지도는 첫 번

째 청구도의 ｢팔도분표｣와 ｢주 총도목록｣를 하나의 지도로 합해 만든 것으로 

 지도에서도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 통일신라와 고려의 고을 

치를 표시한 ｢신라구주군 총도｣와 ｢고려오도양계주 총도｣란 찾아보기지도까

5) 개 종이의 크기는 한정이 있어서 도별 지도 폭 안에 방면(坊面)과 경계선을 수

용하기 어려워서 그 상세함을 다할 수 없었다. 고을의 각 지도는 땅의 활 장단(濶

狹長短)을 막론하고 반드시 한  안에 배치하게 되어 선(經緯線)이 로 드물

거나 촘촘한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경계를 살핌에 이르러서는 찾아 밝히기가 어

려워 롱으로 보는 폐단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폭의 도(全圖)

로서 층 을 정하여 고기비늘처럼 순서를 매겨 책을 만들었으니 거의 두 가지 문제

이 없게 되었다. 지지(地志)에 실린 바, 에 수찬(修撰)한 지도 역시 이것을 가

지고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6) 청구도제작 이 에 층 으로 나 어 그린 지도로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 도서 의 

조선도와 츠쿠바 학 도서 의 동여도가 조사되어 소개되었다.(양보경, 1999; 장

상훈 2007․2008) 이들 지도의 제작자에 한 구체  언 은 없었지만 김정호 이

의 어떤 인물이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들 지도도 모두 김정호

가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해서는 2011년 에 간행될 필자의 책에서 

언 할 정이다. 

7) 해동여지도는 수록된 고을의 지도 순서와 동일하게 고을의 이름을 각 도의 앞쪽

에 써놓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1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청구도의 지도학사적 가치

지 제시되어 있다.

  

                출처 : 청구도 남 학교박물

<그림 3> 첫 번째 계통청구도의 ｢팔도분표｣와 ｢주 총도목록｣

                           출처 : 청구도(국립 앙도서 )

<그림 4> 네 번째 계통의 ｢본조팔도주 도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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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지도의 개발은 국을 모두 연결하여 그린 후 층 으로 나 어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안해낼 수 있는 것이며, 김정호가 축척 지도를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 인 사례다. 그런데 이러

한 찾아보기지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지도의 각 면에 그것과 함께 서로 비교

하며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지도 각 면의 안쪽 여

백에 “第○層○”라고 기록해 넣었다. 

                        출처 : 청구도(국립 앙도서 )

<그림 5> 청구도 16층 14  서울(京都) 부근의 층  표시 방법

를 들어 국립 앙도서  소장 청구도의 ｢본조팔도주 도총목｣ 1면 오른쪽

에는 “만약 경도(京都)를 찾아보고 싶으면 먼  이 지도(본조팔도주 도총목)에

서 찾아보아 16층 14 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머지 지역도 이와 같이 해서 상편

(건권)과 하편(곤권)에서 살펴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곤권에 수록된 

경도(京都) 지도 면의 오른쪽 약간 쪽에는 ｢본조팔도주 도총목｣에 표시된 경

도의 층  번호와 동일하게 “第十六層十四(제십육층십사)”라고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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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축척 표시의 개발

｢청구도제｣에는 해동여지도 계통의 문제  의 하나로 “매번 한가한 때를 

만나 수집한 것을 세세하게 살펴 제작 방식을 견주어 보니 곧 선(方罫)을 그

려 넣음에 어쩔 수 없이 물을 자르고 산을 끊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도 

에 그어진 선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 인데, 그 해결책은 

선을 없애버리는 것인데, 실제로 청구도의 각 지도 면에는 선이 그려

져 있지 않다.

신경 의 지도에서 시작된 동일 간격의 20리 선은 거리가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기 해 그은 것이다. 그리고 해동여지도 계통은 동일한 책의 크기에 모

두 수록하여 편집하기 해 고을의 크기에 따라 20리 선의 간격을 큰 고을은 

상 으로 좁게, 작은 고을은 상 으로 넓게 그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도
는 해동여지도 계통에 나타난 20리 선의 간격 차이를 다시 동일하게 만들

어 국의 모든 고을을 연결해서 그렸다. 

이러한 다양한 필사의 과정에서 선의 요한 기능이 하나 추가되는데, 바

로 동일한 비율로 축소와 확 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기 선의 역할을 한다는 

이다. 김정호는 서로 축척이 다른 지도를 모아 놓은 해동여지도 계통을 기 로 

모든 지역에 축척이 동일한 청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축소와 확 의 과정을 

수없이 할 수밖에 없어 이 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을 정확하게 축

소․확 하는 기 선으로 활용하면 선을 없애기 힘들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김정호는 선을 정확한 축소․확 의 기 선으로 활용하면서도 선을 

지도 에서 없애는 방법을 개발해냈고, 그것을 ｢청구도범례｣에 기록해 놓았다. 

그 요 은 선이 그어진 책받침을 만든 후, 그것을 이 비치는 얇은 종이 아

래에 놓고 모든 지역을 동일한 비율로 확 하거나 축소해서 그리는 방법이다.8) 

이 게 하면 지도가 그려지는 얇은 종이 에는 선을 그을 필요가 없고, 책받

침에 그려진 선을 이용하여 정확한 축소․확 의 기 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8) 이 비치는 얇은 종이는 찢어지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해 배 하여 두껍게 만

든다.



도서관 Vol.65 No.1․2 (2010년 12월)  17

  

            출처 : 청구도(국립 앙도서 )

<그림 6> 청구도 지도 면의 축척 표시와 실제 거리 표기

하지만 지도 에서 선을 없애면 이용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선

의  하나의 요한 기능은 이용자들에게 지도 의 거리를 실제 거리로 환산할 

수 있게 해주는 축척의 역할이다. 따라서 지도 에서 선을 없애면 이용자들

이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 을 개선하기 해 

김정호가 선택한 방법은 지도의 각 면마다 가로의 ․아래와 세로의 바깥쪽에 

10리 간격의 표시를 해  후, 세로로 일(一)에서 십(十)까지, 가로로 일(一)에서 

칠(七)까지 기록해 주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각 면의 남북이 100리이

고, 동서가 70리라는 을 쉽게 알 수 있고, 한 지도  각 지  사이의 실제 거

리도 잴 수 있게 된다.     

거리의 정확성 문제에 한 김정호의 고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도 

의 실제 거리는 평면 의 거리인데, 사람들이 실제로 가는 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길은 산 넘고 물 건  구불구불 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도 의 평면 거

리로는 실제로 가는 거리를 알기 어렵다. 한 당시의 사람들이 더 필요로 했던 

거리 정보는 지도 의 평면 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가는 거리 다. 김정호도 이 

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을 기 으로 각 고을까지 실제로 가는 거리 정

보를 따로 기록해 주었고 ｢청구도범례｣에도 이런 사실을 수록해 놓았다.9)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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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부터 세 번째 청구도까지는 주로 각 고을의 빈 곳에 그리고 가끔 지도 밖의 

여백에, 국립 앙도서  소장의 네 번째 청구도에는 곤권의 마지막에 수록된 

통계표인 ｢군국총목표｣의 일부에 고을별로 정리되어 있다.

지도 각 면의 여백에 10리 간격의 축척과 찾아보기 한 “제○층○( )”을 표시

하기 해 개발한 여백 부분은 책 두 면의 동서를 완벽하게 이어서 그릴 수 없게 

만드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김정호도 이 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다고 이어

보기에 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첫 번째의 청구도에서는 1권

에는 1-14층까지, 2권에는 15-28층까지 수록했던 것에 반해, 두 번째의 청구도
부터는 1권에 홀수 층을, 2권에 짝수 층을 수록하 다.10) 이는 최소한 남북 2개 

층을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다. 다만 이어보기라는 측면에서 청구

도는 책을 뜯지 않는 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어보기보다는 찾아보기

와 축척 표시의 장 에 더 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4) 통치 관련 통계 정보의 수록 방식에 대한 고민

청구도 제작의 가장 요한 기  자료 던 해동여지도 계통에는 통치 련 

통계 정보가 보(補)라는 이름의 독립된 세 번째 책으로 분리되어 있다. 수록된 통

계의 종류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주로 각 고을마다 민호(民戶), 각종 군병(軍兵), 

회부미( 付米), (田), 답(畓), 사방 경계, 읍창(邑倉)의 수, 각 면의 경(初境)과 

종경(終境), 진보(鎭堡)의 통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수록 순서를 지도의 

수록 순서와 동일하게 만들어 놓아 서로 비교하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 다.

9) 각 고을과 서울까지의 거리는 비록 경 선표 에서 합하더라도 산과 바다를 우회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직선과 다름이 있다. 따라서 지  역로의 정해진 거리(里數)

로서 한 횡간표에 붙인다. 

10) 4권인 경우도 있는데, 1권에는 4로 나 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층, 2권에는 2인 층, 

3권에는 3인 층, 4권에는 0인 층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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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립 앙도서

<그림 7> 해동여지도에 수록된 통계 

이러한 통치 련 통계 정보는 에서 편찬한 고을별 지도책 거의 부분에 함

께 수록되던 것으로, 부분 지도  는 지도 다음 면에 표기되어 있다. 지도와 

통계 정보가 하나로 합해져야 앙에서 각 고을의 기본 인 상황을 쉽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770년에 신경  주도로 편찬된 20리 간격의 선 고을

지도책 부분에는 통치 련 통계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원래 고을별 지

리지 속에 지도를 함께 수록하려 했기 때문이다. 1765년경에 편찬된 여지도서

(輿地圖書)에는 고을 지도가 지지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지도에는 통계  다른 

지지 정보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출처 : 청구요람(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8> 세 번째의 청구도에 수록된 통계 정보

김정호도 청구도에서 최소한 고을마다 1828년의 비국도록(備局都 )에 수

록된 내용을 기 로 호구(戶口)․ 부(田賦 는 田結)․군정(軍丁)․곡부(穀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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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정보를 지도와 함께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청구도범

례｣에도 네 개의 정보는 고을의 기본 인 상황을 이해하기 해 꼭 빼놓을 수 없

는 것이라고 기록해 놓기도 했다.11) 하지만 청구도는 모든 고을을 연결하여 그

린 후 28층( 는 29층) 22 으로 나 어 책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해동여지도 
계통처럼 수록된 고을의 지도와 통계의 순서를 맞추어 배열하여 쉽게 찾아 비교

해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김정호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청구도에서는 

고을의 읍치 주변 빈 공간이 많은 곳에 통치 련 통계 정보를 기록해 주는 새로

운 방식을 개발했다. 때로는 지도 각 면의 외곽선 밖의 여백에 읍치가 수록된 고

을의 통치 련 통계 정보를 기록해  것도 있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동일한 것

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고을을 모두 연결하여 층 으로 나  후 책으로 묶을 경

우, 고을의 지도와 통계 정보를 쉽게 비교하며 볼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국립 앙도서  소장 네 번째의 청구도에서는 2책의 뒤쪽에 ｢군국총

목표(軍國總目標)｣라는 통계표를 따로 만들어 통치 련 정보를 수록하 다. 청
구도가 해동여지도와 달리 모든 고을을 연결해서 만든 지도책이기 때문에 고

을의 수록 순서 로 통계를 따로 수록하기 어려운 단 이 있음은 앞에서 언 한 

그 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국총목표｣라는 통계표를 따로 만들어 수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1) 호구․ 부․군정․곡부는 지도와 무 한 듯 하나 어떤 군 이 기름지고 척박함, 

강하고 약함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실로 지리와 큰 계가 있다. 

지  이에 순종 무자년(1828)의 비국총목(에 있는 내용)으로서 횡간표를 만들어 

책의 끝에 붙여 뒤에 오는 성쇄와 가감을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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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군국총목표｣

｢군국총목표｣에는 첫째, 이 의 청구도에 없던 도별 목․부․군․ ․진보․

산성․역참․목장․ 부․민호․인구․ 수․창고․ 선․곡부․제언․장시․

진도(津渡)․군보(軍保)․방면(坊面)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둘째, 고을별로 

남․여 인구수와 방면 등 이 의 청구도에 없던 3개의 통계가 더 수록되어 있

다. 셋째, 군사기지인 진보에 선척(船隻)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 다시 말해 김정

호는 네 번째 청구도에서 세 번째 청구도까지보다 더 많은 통계 정보를 수록

하려 했으며, 특히 고을에 표시하기 어려운 도별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측

면이 ｢군국총목표｣란 통계표를 따로 만들어 곤권의 마지막에 수록하게 된 이유 

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더 요한 이유가 있다.

각 고을의 빈 칸이나 외곽선 밖의 여백에 통계를 수록하는 것은 지도를 펼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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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을별로 이해하는 데는 최고로 좋은 방법 의 하나이다. 하지만 도 소속 모

든 고을의 통계를 한 에 체계 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 을 갖고 있다. 그 다

고 고을별로 모든 항목을 써서 통계를 정리한 해동여지도 계통의 방식이 좋은 

것도 아니다. 분량이 무 많아 한 에 체계 으로 이해하기에는 정말 어렵기 때

문이다. 김정호는 이와 같은 문제 을 극복하기 해 네 번째 청구도에서 가로

에는 고을이나 진보의 이름을, 세로에는 여러 항목을 배치하여 분량을 아주 작게 

만드는 ｢군국총목표｣라는 통계표를 개발한 것이다.  

해동여지도 계통의 방식처럼 했으면 그보다 훨씬 많은 양에 수록해야만 하는 

통계를 ｢군국총목표｣는 겨우 13쪽에 불과한 양으로 담아냈다. 그 결과 고을이 가

장 많은 경상도( 남)일지라도 겨우 3면에 불과하여 구체 인 고을과 진보의 통

계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따라서 서로 비교하며 볼 수 있게 하기 해 

지도에 수록된 고을의 순서와 통계에 수록된 고을의 순서를 맞출 필요도 없게 된다.  

5. 이용자와 교정자를 위한 또 다른 배려

1) 새로운 정보의 추가와 삭제

김정호는 ｢청구도범례｣에서 ‘여러 지리지 사이에 거리와 방향의 정보가 다른 

것이 많은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어 그가 참고한 옛 지도를 그 로 따르면

서 나 에 군가 교정해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청구도에 수록된 기본 정보

는 국립 앙도서  소장 해동여지도 계통과 거의 동일함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 다고 하여 청구도에 수록된 새로운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정호는 해동

여지도 계통에 없지만 이용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정보를 정리

하여 수록하려 노력하 다.

첫 번째로 추가된 정보로 고구려․백제․신라․고려 때의 고을 옛 이름, 앙

에서 견하거나 임명하는 고을과 진보의 지방  종류 등이 있다. 

이  고을의 옛 이름은 句(고구려)․濟(백제)․羅(신라)․麗(고려)와 함께 이

름을 써서 구분해 주었다. 지방 의 종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청구도에서 기호

로 구분한 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청구도에서는 목사․ 도호부(도호부 포

함)․군수․ 령․ 감 등의 지방  이름  표 자를 牧․府․守․令․監으로 

구별하여 썼다. 고을의 옛 이름은 역사부도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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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을의 별호를 많이 썼던 사회  상황 등과 련이 있다. 지방 의 종류는 각 고

을의 등  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앙에서 각 고을에 지방 을 견할 때뿐만 아

니라 조세․과거 등에서 나타난 각 고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요한 정보다.

두 번째로 추가된 정보로 지형 으로 특이하거나 역사 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에 한 간단한 지지 내용을 들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청구도에서는 평양․개성․강화 등 지면의 상당 부분을 채울 

만큼 많은 정보를 추가한 곳이 많다. 이를 써넣을 공간을 확보하기 해 산 기 

방식을 포기하고 우리식으로 표 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는 한편으로 지

도와 지지 정보를 범 하게 결합하여 보여주고자 한 시도로, 아직 지도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리지의 편찬에 해 확실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다. 네 번째 청구도에서는 세 번째에 비해 지도에 첨가된 지지 정보의 

양을 폭 이면서 다시 산 기식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한편으로 지도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리지의 편찬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에 한 의지가 분명해졌음

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출처: 청구요람(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도(국립 앙도서 )

<그림 10>9 세 번째와 네 번째 청구도의 개성 부근 지지 정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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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추가된 정보로 변화된 지리 정보, 모든 고을의 읍성 유무, 거의 부

분의 고 ․고진보 등의 내용을 들 수 있다. 

변화된 지리 정보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유형이 제작된 순서를 알 수 

있는 요한 기 이 된다. 1700년  후반에 변화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에 

제작될 때는 반 되지 않다가 두 번째 이후부터 반 되기 시작한 것이 있으며, 네 

번째 유형에서만 반 된 것도 있다. 모든 고을의 읍성 유무와 거의 부분의 고

․고진보 정보가 수록된 것도 네 번째 유형에서만 나타난다. 이들 정보의 수정

과 추가는 김정호가 참조한 옛 지도의 정보를 극 교정하겠다는 의지의 표 임

과 동시에, 그것을 실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지도와 지리지에 한 검토가 

체계 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네 번째로 추가된 정보로 일반 지도 면보다 훨씬 큰 축척의 [도성도], ｢동방

제국도｣․｢사군삼한도｣․｢삼국 도｣ 등의 역사지도, ｢본조팔도성경합도｣가 있다.

[도성도]의 삽입은 조선에서 가장 요한 정보가 집되어 있어 수요가 가장 

많은 사회  실을 반 한 것으로 세 번째 청구도부터 삽입된다.12) 한 일반 

지도 면보다 훨씬 큰 축척으로 그린 것은 국 모든 지역에 동일한 축척을 

용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도성 지역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하기 한 새로운 방

법으로, 근  지도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동방제국도｣․｢사군

삼한도｣․｢삼국 도｣ 등 역사지도의 삽입은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에 한 심

과 연구가 높아진 조선후기의 상황과 연결된다. 특히 이들 지도는 세 번째 청구

도의 ｢청구도범례｣에서 본인이 만든 것이 있지만 여러 논자의 의견과 달라 생략

한다고 기록했다가 네 번째 청구도에서 다시 수록하여 시기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본조팔도성경합도｣는 청나라와의 쟁 가능성 때문에 

1600년  말기부터 조선북부와 만주를 합해 그린 군사지도가 유행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한 찰의 결과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세 번째 청구도의 ｢청구도범례｣에는 “서울(京都)은 수선(首善)의 땅이어서 궁(宮)․묘

(廟)․ (臺)․성(省)의 치와 교량․도로의 복잡함이 자못 살펴볼 것이 많다. 따라

서 오부 도(五部全圖)를 (지도의) 앞쪽에 싣는다.”라고, 네 번째에는 “서울(京都)은 

수선(首善)의 땅이어서 궁(宮)․묘(廟)․ (館)․각(閣)․부(府)․원(院)이 있고 방계

(坊契, 행정단 )와 교량이 복잡하게 얽  있어 살펴 찾을 곳이 많기 때문에 체

를 그려서 한 책 앞쪽에 싣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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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구도(국립 앙도서 )

<그림 11> 네 번째 청구도에 수록된 도성도 일부

다섯 번째로 추가된 정보로는 지도 제작의 역사, 지도의 제작과 수정, 지도의 

이용과 필사, 지리지의 편찬 등에 해 기록한 ｢청구도범례｣를 들 수 있다.

재까지 ｢청구도범례｣와 같이 지도․지리지와 련된 범 한 내용을 수록

한 지도책은 청구도를 제외하면 발견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도와 련

된 단편 인 내용을 수록한 은 발견되지만 이 게 체계 으로 방 한 내용을 

정리한 도 발견되고 있지 않다. 제작뿐만 아니라 이용  필사의 문제까지 자세

하게 수록되어 있는 은 김정호가 단지 정확한 지도의 제작에 머물지 않고, 이용

자들의 이용과 필사 문제까지 항상 으로 찰하는 제작자 음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다. ｢청구도범례｣는 세 번째 유형부터 수록되기 시작하며, 네 번째 유형에

서는 우리식에서 산 기식으로의 변화13)나 통계 수록 방법의 차이 등 일부의 

13) 세 번째 청구도의 ｢청구도범례｣에는 “산 기와 물 기는 땅 에 연결되어 있다. 

물이 흐르는 곳과 깎은 듯이 솟은 산 같은 경우 물 기의 근원이 나 어진 것을 

따르면 산 기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반드시 우리와 산기슭을 연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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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바 어 기록되어 있어 청구도제작의 순서  김정호 고민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다.

                      출처: 청구도(국립 앙도서 )

<그림 12> ｢청구도범례｣

2) 지도의 이용에 관한 정보

｢청구도범례｣에는 지도의 이용에 한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김

정호가 단지 정확한 지도의 제작뿐만 아니라 이용의 문제까지 풍부하게 고민하는 

지면(紙面)을 어지럽게 할 필요가 없다. 한 진짜 모습을 잃기 쉽지만 (여기에서

는) 단지 유명한 산을 그릴 때 3-4개의 우리만으로 표시한다.”는 내용이 수록되

어 있으나 네 번째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 산 기를 생략하는 것은 풍수 사

상이 유행하던 조선후기의 지도 이용자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것이며, 김정호도 이

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 기와 물 기 사이에 산 기가 있다는 간단한 원리

를 미리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도서관 Vol.65 No.1․2 (2010년 12월)  27

지도 제작자 음을 잘 보여주는 요한 근거 자료다. 이를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한다. 

- 산 기와 물 기는 땅 의 근골(筋骨)과 맥(血脈)이 된다. 물의 근원과 기가 

혹 수 십리, 혹 백 여리가 될 수도 있으며, 산의 두루두루 돌아감 역시 그러하다. 

지  사방 1 의 10리 경 선 내에 비록 리의 머리처럼 자세함을 얻는다고 하더

라도 2-3개의 산수(山水) 이름을 넘을 수 없다. 게다가 다시 읍(邑)․창(倉)․방

(坊)․면(面)․역(驛)․원(院)․진(鎭)․포(浦)의 여러 명목이 있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지도를 보고 작은 물 기와 우리  마을 이름을 찾다가 

보이지 않으면 소략하거나 빠뜨렸다고 여기는 자는 거의 지도를 편찬하는 규식을 

함께 논의할 수 없다.  사되어 온 것이 같지 않고, 하나의 산에 두 개의 이름

이 있으며, 속어는 시기에 따라 지  칭하는 것이 고호와 다르니 이것이 실로 문

제를 일으키는 단서가 된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산수의 형세를 분별하고 군읍의 

동서를 살피며, 거리의 원근을 헤아리고, 애(嶺隘)의 험하고 평탄함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곧 (이 지도에 수록된 정보) 범 의 조항이고, (지도를) 제작

하는 틀이다.          

- 지지에 수록되어 있는 거리(里數)는 읍을 심으로 단지 동서남북으로만 나 었

고, 간혹 동남이나 동북으로 한 것이 있다. 따라서 가령 동쪽 몇 리에 있다고 (표

시한 것을) 논할 때 역원․진보 등의 이름이 서쪽에 있지 않고 동쪽의 ․아래

(동북․동남)에 있으면 큰 맥락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상하․좌

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체 지도를 비난한다면 아마 (지도를) 이해하

는 도리는 아닐 것이다. 비록 조목조목 구별하여 정리하려 해도 지면(紙面)에 배

열하기 어려우니 어 하겠는가?         

 

인용문의 앞부분에서는 청구도에 수록된 정보의 수 을 알려주고 있다. 청
구도는 재까지 알려진 정확성 주의 축척 조선지도  가장 큰 지도 의 

하나임에도 행정단 로는 면 수 까지밖에 수록하지 못했다. 김정호는 청구도
에 수록된 정보의 수 을 미리 알려주어 더 자세한 정보를 찾고 싶어 하는 지도 

이용자들의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뒷부분에는 청구도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 수 을 알려주고 있다. 일반 으

로 김정호의  동여지도가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동서남북 네 방

향, 걸음걸이로 측정(步測)된 거리 정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 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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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한다. 한 앞의 인용문에서 서술되어 있듯이 기록 속의 

지명과 실제로 부르는 지명, 옛 지명과 지도 제작 당시의 지명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청구도는 큰 흐름에서 정확할 뿐 자세하게 

들어가면 오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방면(坊面)의 명칭이 같지 않다. 함경도에서는 ‘社(사)’라 칭하고, 평안도에서는 

‘坊(방)’이라 칭한다. 황해도에서는 ‘坊(방)’이라 칭하기도 하고 ‘面(면)’이라 칭하기

도 하며, 충청․ 라․경상(三南)에서 ‘坊(방)’이라 칭하는 것은 두서  군 에 불

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面(면)’이다. 칭호가 통일되지 않으면 뒤섞여 혼잡함을 면

할 수 없으니 그 에서 많이 쓰는 것을 따라 모두 ‘面(면)’이라 칭한다.  

앞의 인용문은 지도의 국  통일성을 기하기 해 도마다 다르게 불리는 방

면(坊面)의 행정단  이름을 면(面)으로 통일하여 제작했음을 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불리던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해 미리 ｢청구도범례｣에 써  것이다.

3) 지도의 정확한 필사에 관한 정보

｢청구도범례｣에는 이용의 범 를 넓  필사에 한 내용까지 다음과 같이 기록

해 놓았다.

(지도를) 사할 때 3-4자의 이름을 세로나 가로로 쓰는데, 2-3번 모사하는 과정에

서 그 치를 잃어버리기 쉽다. (이 지도에서는) 진(鎭)․보(堡)․사(寺)․원(院)․

역(驛)․창(倉) 등의 자를 그 치에 쓰고, 모진(某鎭)․모창(某倉)에서 ‘모(某)’에 

해당되는 자는 (지면의) 형편에 따라 쓰되 세로와 가로(로 쓰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앞의 인용문은 필사하는 과정에서 지명의 치가 바 는 것에 한 지 과 이

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치가 바 는 것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며, 청구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호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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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정보에 해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필사 

과정에서 치가 바 는 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작자가 치

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필사자가 사정에 따라 임

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해 진(鎭)․보(堡)․사(寺)․원(院)․

역(驛)․창(倉) 등의 자가 지명의 치를 가리키니 이것만은 바꾸지 말라고 미

리 알려주고 있다.

지도를 모사하는 방법은 기하원본(幾何原本)의 화지리도(畵地理圖)에 보인다. 

여서 작은 지도( 圖)로 만들고자 하거나 혹 넓 서 큰 지도(大圖)로 만들고자 

할 때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령 갑을병정(甲乙丙丁)이라는 하나의 지도(地

理圖)가 있을 경우 축소하여 작은 지도를 만들되 원도의 1/4 크기로 만들고자 한다

면 갑을병정 형태를 1/4 크기로 경계를 그어 하나의 무기경신(戊己庚辛) 형태를 그

린다. 갑을병정의 원형을 가지고 의도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개의 정사각형을 나 어 

만들고, 한 작게 여러 개의 정사각형을 나 어 만든다. 원도 에 있는 산천․성

곽․ 서(村墅)․임원(林園)을 보고 큰 지도의 어떤 정사각형에 있는 것을 여서 

작은 지도의 어떤 정사각형 안에 그려 넣으면 된다. 이처럼 작게 그린 무기경신법

을 제시하여 선(井間)을 그리는 폐단을 없게 하겠다. (그) 방법은 가볍고 투명

하여 이 비치는 종이로써 큰 지도의 크기에 맞게 잘라 나 고, 가로와 세로로 수

십 개의 직선을 그린다. 모사하는 작은 지도의 종이 크기(에 맞게) 별도로 수십 개

의 선을 그려 바탕(影字)으로 삼고, 정간의 수를 비추어 살펴 산의 얽힘과 물

의 돌아감을 옮겨 그리면 그 (원도 내용의) 범 를 잃지 않는다.   

김정호는 단순한 필사뿐만 아니라 축소․확 의 필사 때 정확하게 옮겨 그리는 

방법까지 서술해 주었다. 내용을 읽어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원본 지도와 축소하

거나 확 하고 싶은 지도에 같은 수의 선을 그어 동일한 치에 동일한 정보

를 옮겨 그리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앞서 언 했듯이 이 방법에도 지도 에 

선을 그려야 하는 문제 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 선을 그은 책받침

을 만든 후 이 비치는 얇은 종이 아래 놓고 옮겨 그려 실제 지도 에서는 

선을 없애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 설명만으로는 이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림으로까지 제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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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의 변화와 읍치․진보의 이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고쳐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데, 마땅히 일정한 범례를 두고 수합하여 책을 만든다. 만약 범례가 정 하지 않으면 여

러 군 에서 수집한 바의 상략(詳略)이 같지 않아 통일 으로 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에 일정한 규식을 사용한다. 지도와 지지는 서로 보완하여 당 의 례를 밝힐 수 있으

니 실로 조정과 감 의 요 임무가 된다. 지도는 지계(地界)의 넓이와 경계를 정하고, 

산수의 얽힘을 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먼  이 지도를 여러 군 으로 나 어 그린 뒤, 

해당 군 에 반포하여 (그 군 으로 하여 ) 별폭으로 모사하여 먼  넓이와 경계의 잘

못을 바로잡게 하고, 다음으로 산수의 얽힘을 바로잡게 하되 요체는 지면을 상세함으로 

귀결시킨다. 군 의 심지를 잡을 때 사방을 12개의 방 로 나 더라도[주 에 12간지

의 자를 표시한다]. 읍치를 심으로 삼아 가늘게 그어서 여러 개의 원을 만든다[만약 

정사각형으로 만든다면 각선의 거리가 네 변의 거리보다 더 길게 되니 원의 균등함에 

미치지 못한다]. 각 원의 간격은 10리를 나타낸다. 만약 북쪽 경계가 읍치로부터 100리이

면 10개의 원을 그리고, 남쪽 경계가 읍치로부터 120리이면 12개의 원을 그린다. 넓이와 

경계의 주 가 읍치로부터 가장 먼 거리를 좇아 원(의 수를) 설정한다. 만약 군 의 

심지가 한 모퉁이에 있어 남쪽 경계까지의 거리가 겨우 10리이고 북쪽 경계까지의 거리

<그림 13> 정확한 축소․확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

4) 지도의 정확한 교정에 대한 정보

김정호는 그가 참고한 자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정보가 많아 어느 것을 따를지 

몰라 옛 지도의 것을 그 로 따른다고 했다. 한 잘못된 정보에 해서는 지속

인 교정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지도의 제작에 한 욕구를 갖

고 있었는데, 이에 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술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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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0리가 되면 읍치를 지면의 남쪽 가까이에 치시켜 아래쪽에는 겨우 2개의 원을 그

릴 수 있고, 쪽에는 9개의 원을 그릴 수 있다. 요컨데 군  경계의 모나고 둥 고 굴곡

진 모습이 진짜 형태를 잃지 않도록 해야 지면(紙面)에 안배할 수 있을 뿐이다. 물 기

의 원류와 기의 합류 모습을 헤아려 정해야 산 기의 나뉨이 구분된다. (따라서) 어떤 

물 기는 어떤 방향 몇 리에서 발원하여 몇 리를 돌아 흐르고, 어떤 물 기는 어떤 방향 

몇 리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구비 돌다 서쪽으로 꺾여 어떤 방향 몇 리에서 어떤 물

기와 합류하는데, 원의 거리에 따라 지면(紙面)에 더해 그려 원류와 넓고 좁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이 있는 곳에 산을 그리되 우리를 지나치게 과장되게 하지 말

고 단지 형세만을 갖추도록 하며, 높고 험한 곳에는 우리를 겹쳐 그리고 그 나머지는 

톱니모양으로 그린다. 탁 트인 벌 은 드넓게 하고, 진보(鎭堡)․사원(祠院)․ (烽)․역

(驛)․창(倉)․방면(坊面)․ 액(嶺阨)․산성(山城)․사찰(寺刹)․장시(場 )는 해당 

치에 상세하게 열거한다. 바깥 둘 에 모지역과의 경계를 나 어 쓰되 비록 5-6개 군

과 경계를 연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방향에 열거하여 써넣는다.

앞의 인용문은 지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교정하는 방법을 몇 개로 나 어 서술

하고 있다. 첫째, 방향을 12개의 방 로 나 어 하라. 이는 기존 지리지의 방향 정

보가 주로 동서남북 4개, 가끔 8개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난 오차의 범 를 

여달라는 의미다. 둘째, 10리 간격의 선이 아니라 원을 그려 기 선으로 삼

아 거리의 정확성을 추구하라. 이는 선의 사각형일 경우 각선 등의 거리를 

알 수 없는 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물 기의 흐름을 본류와 지류로 구분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산의 높낮이를 톱니바퀴 모양의 우리가 겹쳐진 정도를 통해 

표 해 달라. 넷째, 각 정보의 치를 상세하게 그리고, 인 한 군 과의 경계가 

많더라도 자세하게 그려 달라.

지리지 부분에서 확인되겠지만 김정호는 스스로 정확하게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국가에서 자신의 지도를 군 별로 나 어 내리어 교정해  것을 

부탁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군 에는 문 인 지도 제작자가 있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교정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서술해  것이다. 여

기에 서술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단하여 지도식(地圖式)이라는 그

림을 그려 정확하게 교정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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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는 지도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하기 한 수단이다. 그 명목을 열거하여 각 

고을로 하여  그 유무(有無)를 따르되 이 방식에 어 나지 말게 하며, 지도와 

함께 병행하도록 한다.

- 某邑

建置沿革[自某代某王某年置邑 某代某王某年因某事改某號及官員乘降 ○官員記時員 

<그림 14> 지도식

5) 새로운 지리지의 편찬 방식에 대한 정보

앞서 김정호는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동국문헌비고(1770)와 개별 읍지

를 확보하여 여러 정보를 비교해 보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청구도
에서 네 번째 청구도로 가면서 해동여지도 계통의 오류를 교정해 나갔으

며, 해동여지도 계통에 없는 지지 정보를 수록했다고 했다. 특히 세 번째 청구

도에서 가장 많은 지지 정보를 수록했다가 네 번째 청구도에서 생략했는데, 

이것은 지도와 함께 비교하며 이용할 지리지의 편찬이 상당히 이루어졌거나 구상

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은 김정호가 네 번째 청구도를 제작했을 

당시 상당히 많은 지리지를 수집하여 비교․연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

구도범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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幷例兼 ○鄕任 ○人吏 ○ 校 ○奴婢 右記時存 ○邑號]

古邑 某邑[卽革廢而付於本邑  建置沿革上同 在某方幾里]

坊面 某面[在某方幾里 初境幾里 終境幾里 以某山某水爲界 及接于某邑某面界 或有

沿革書之 面內所管各里 ○戶口總內 男口幾何 女口幾何 元帳付田畓結摠幾何]

…( 간 생략)…

寺刹 某寺[所在建置形勝事蹟]

碑碣 勝捷殉節諸般事蹟碑及文

古跡 邑基古鎭古城廟殿倉庫樓臺驛烽寺庵及歷代戰爭之處諸般古跡[刪其神怪 其誠實]

- 앞의 조항들은 선을 그은 빈종이(空間印紙)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책을 만들

고, 세로로 긴 사각형이나 가로로 긴 사각형(長廣)에 그 항목을 어 한 가지 사

례를 제시하여 책을 완성하도록 한다. 항목 에 없는 것에는 ‘무(無)’라는 자

만 쓰고, 간혹 특이한 사 이 있으면 반드시 항목을 좇아 주를 단다. 10행 12자로 

하되 항목 아래의 소항목(井間門目)은 큰 씨로 쓰고 ‘○’ (모양)을 더해 다. 

산수와 방면 등 여러 명칭은 큰 자로 쓰고, 그 나머지의 치  사 은 작은 

자로 두 씩 쓴다.  

 

첫 번째 인용문을 보면 김정호는 지도와 지리지의 상호 보완 인 계에 해 

잘 알고 있었다. 한 지도와 함께 지리지도 국가에서 새롭게 편찬해주길 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인용문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문헌비고와는 다른 총 

37개의 항목과 그 서술 방식을 세세하게 제시하 다. 이것은 그가 다른 지리지의 

내용에 해 풍부하게 확보하여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지리지의 편찬도 시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 다. 실제로 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1834년경부

터 1844년 사이에 동여도지(東輿圖志)의 1차 편찬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양

보경,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호는 자신이 구상한 항목과 서술 방식을 제시하며 국가

가 각 고을에 내려 새로운 읍지를 편찬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동여도지
가 기존 지리지의 내용에 기 하여 재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

계를 극복하고 싶은 김정호의 욕구를 잘 보여 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 고을에

서 읍치 편찬에 사용할 종이의 크기와 형식, 그 에 자를 쓰고 항목을 구별하

는 방식까지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고을에 읍지 편찬의 문가가 거의 없

어 국 인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실을 고려한 것이다. 한 궁극 으로 각 

고을에서 올려 보낸 읍지를 합하기만 하면 도지(道誌)나 국지리지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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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6. 결  론

지 까지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된 보물 1,594-1호인 청구도를 심으로 지

도의 제작과 이용에 한 김정호의 고민에 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김정호

가 지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깊은 고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담긴 수정본을 내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네 번째의 최종본인 국립 앙도서  소장 청구도에는 근  이후 지도의 

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도책의 다양한 요소들이 거의 부분 담겨 있게 되었

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을 모두 연결하여 그린 후 일정한 간격의 29층( 는 28층) 22 으로 

나 어 지도책을 만들었다.

둘째, 찾아보기지도(색인도)와 이와 연결된 지도 면의 표시 방법을 개발하여 지

도 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축척을 모든 면의 외곽에 표시하여 지도 의 거리를 실제의 평면 거리로 

쉽게 환산할 수 있도록 하 다.     

넷째, 도성처럼 요한 지역은 일반 지도 면보다 축척으로 그려 따로 삽입해 

주었다.

다섯째, 요 통계 정보를 한 에 알 수 있는 표로 만들어 지도의 뒷면에 수록

하 다. 

많은 사람들이 근 지도의 특징을 정확성에만 두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요

한 것이 바로 지도의 화이다. 지도의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도책의 제작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근  지도의  다른 성과인데, 놀랍게

도 청구도에는 그런 요소들이 거의 모두 담겨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조선의 

어떤 지도책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김정호만의 아이디어 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조선후기에 이루어진 정확한 축척 지도 제작의 통과 지도의 

화이다. 국립 앙도서  소장 청구도에 담겨 있는 지도학사  가치  가장 큰 



도서관 Vol.65 No.1․2 (2010년 12월)  35

것이 바로 이용의 문제에 한 이와 같은 김정호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이다. 

김정호의 지도의 이용에 한 고민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지도를 잘 모르는 이

용자들에게 수록된 정보의 수 이나 정확성 등 지도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 지도를 축소․확  필사할 때 정확하게 옮기는 방법, 선의 기 선을 이

용하면서도 지도 에서 없애는 방법, 필사하면서 치를 잘못 옮기지 않는 방법 

등을 미리 알려주는 배려까지 하 다. 나아가 문장으로 서술했을 때 이해하기 어

려운 부분의 경우 그림을 그려주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와 

같은 측면들은 김정호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용의 문제를 고민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으로, 지도학사  측면에서 찾아보기 힘든 면들이다.

마지막으로 김정호는 정확한 지도의 제작에 한 의견도 체계 으로 담아놓았

다. 먼  그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더 이상의 정확성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옛 지도의 것을 그 로 따르면서 후에 군가가 고쳐  것을 기 하는 솔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국가에서 국의 모든 고을에 자

신의 지도를 내려 교정해  것을 요구하 으며, 각 고을에 지도 문 제작자가 없

는 실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배려까지 해주었

다. 나아가 지도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리지의 편찬을 건의하면서 구체

인 항목과 서술 방법, 종이의 크기와 형식  자 쓰는 방법까지 설명해주고 

있다.

결국 김정호는 근 인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 때문에 근 지도만큼 정

확한 지도를 제작할 수 없었다는 을 제외하면 근  지도학의 거의 모든 성과를 

이미 담아낸 지도학자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가 담겨 있는 국립 앙도서  소

장 청구도 역시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지도학

사  가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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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사립 작은도서 은 우리나라 작은도서 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설과 

인력의 운 여건은 공립에 비교하여 열악한 것으로 악되고 있다. 본고는 사립 

작은도서 에 한 통계분석  운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사립 작은도서 의 

운 실태에 근 한 안과제를 도출하고, 순회사서 견사업과 디지털원문서비스 

확장사업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사립 작은도서 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 다. 

사립 작은도서 을 지역공공도서  서비스체제와 연계하기 해서는, 자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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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를 우선하여 시설과 인력에서 력이 가능한 곳을 상으로 선별 인 인증

과정을 거쳐서 진 으로 확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사립 작은도서

< Abstract >

The private small library constitutes about 7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small libraries but the operating conditions are poorer than the public ones in 

the sense of facilities and the manpower.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ending 

issues on the current situations of managing the private small library by 

analyzing statistics and the practice examples. In addition, it reviews the ways 

to vitalize private small libraries linked with policy projects such as the Roving 

Librarian Dispatch Project and the Digital Full-text Extended Service. To 

make a connection between small libraries and local public libraries on the 

service system, the selective approval process is needed first with the public 

libraries, which can afford to support qualified private small libraries in the sense of 

the facilities and staff; thus it is better to increase the number of collaboration 

libraries.

Key words : Private small library 

1. 민간문고의 전통과 사립 작은도서관

1.1 연구개요

도서 법에서 공공도서 의 범주에 포함되는 작은도서 은 2008년 말 기  

3,324개 이고, 이  사립 작은도서 은 2,306개 으로 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작은도서 은 생활공간의 편의성과 근성으로, 공공도서 과 연계

하는 소분  내지 서비스포인트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생활도서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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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여백을 메워주는 순기능으로 지역통합서비스와의 연계활동이 강조되어 왔다. 

최근에는 작은도서 을 상으로 하는 국립 앙도서 의 디지털원문서비스 보

사업, 공공도서  순회사서 견사업 등과 같이, 작은도서 을 국민  농산

어 의 정보‧ 문화‧ 복지채 로서 연계하려는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본고는 작은도서  에서도 공립에 비교하여 열악한 조건에서 열의와 의욕으

로 공공  서비스로 기여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 의 운 실태를 검하고, 이

들의 시설규모와 운 방식에 따른 안분석을 통해, 사립 작은도서 의 공공도서

과 연계 력의 수 과 범 에 한 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문고운동의 흐름과 작은도서관

1.2.1 문고운동의 시작 - 마을문고

1961년 엄 섭의 마을문고 운동이 사회 인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첫 해 국

에 26개가 설치되었던 마을문고는, 1963년 내무부의 ‘기반행정사업’으로 채택되었

고, 1967년에는 새마을운동의 단 사업으로 지정받으면서, 1968년 2월에 1만개를 

넘어서고, 1979년에는 국 동‧리(洞‧理)수의 95%에 달하는 36,303개의 문고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마을문고가 국 으로 확산된 데에는 마을문고의 설립과 

독서회 조직의 보 , 독서회원의 교육  <마을문고>지를 통한 홍보 등 마을문고

본부의 극 인 활동도 큰 몫을 하 다.

그러나 마을문고는 결국 재정문제와 공공도서 의 열악한 상황, 그리고 당시 

새마을운동의 기치아래 진행되고 있던 농 지역의 해체 등으로 인해 격히 쇠퇴

하면서, 1981년 새마을운동 앙본부에 흡수되어 새마을문고로 명칭과 성격이 변

화되었다. 

1.2.2 관제운동에의 편입 - 새마을문고

마을문고가 새마을운동 앙회 산하 단체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새마을문고

앙회는 연 에서 그 시 를 1961년 엄 섭이 만든 마을문고부터 시작하 다고 내

세우고 있지만, 새마을문고와 마을문고는 문고의 설립이념이나 운  방식이 다르

고, 설립  운  주체 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새마을문고 앙회는 민법 

제32조  도서 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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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독은 문화 부장 과 의하여 행정자치부장 이 하도록 되어 있다(2006

년 10월에 제정된 도서 법 부칙에서의 부처 명칭 사용). 즉 새마을문고 앙회에

서 설립한 새마을문고는 사립 작은도서 으로서, 지도‧감독의 권한이 공공도서

과는 달리 행정안 부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각 기  자치단체에서 새

마을문고를 리‧감독하는 부서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 공공도서 에서 리‧감

독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문화과 등 자치단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공공도서 과의 연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2010년 3월 재 새마을문고 앙회에서 운 하는 홈페이지의 새마을문고 황

을 보면 충청도와 라도, 경상도의 경우 약 89%에 달하는 읍면동에 새마을문고

가 설치‧운 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각 읍면동마다 평균 3개소 이상의 

새마을문고가 설치‧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3 사회운동과의 결합 - 노동도서원․주민도서실 

1970~80년 는 우리 사회의 격한 경제개발로 도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

건과 인권 문제 등에 심을 제기하며, 노동자를 심으로 하는 노동운동과 도시 

소외계층을 상으로 하는 도시빈민운동 등의 사회민주화운동이 활발히 일어났

던 시기이다. 이에 1970년  말 부산에서 처음 시작된 양서 동조합운동은 ‘지식

의 이익’을 나 고 공유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도서원 운동에 직 인 향을 

미쳤다. 1980년 의 문고운동은 야학에서 출발하여 도서원으로 발 하거나 노동

운동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노동도서원의 형태와 지역을 거 으로 지역주민운동

의 일환으로 지역도서실 형태로 운 되었다.

노동도서원과 지역주민도서실은 부분 설립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1990

년  반에 문을 닫았으나, 이들  일부는 지 도 활발하게 운 되고 있다. 특

히 1989년에 서울의 표 인 소득층 집거주지역인 신림 7동에 설립된 난곡

주민도서실은 재도 ‘난곡주민도서  새숲’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운동의 

통을 이어가고 있다. 

1.2.4 선교목적의 문고 - 종교시설 문고

종교시설 문고는 선교 목 으로 설치된 교회나 사찰 내 독서시설로서, 종교  

신앙도서를 심으로 수집된 장서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립 문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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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목 의 종교시설 문고가 본격 으로 확 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에 제정

된｢도서 독서진흥법｣에서 문고 설치를 권장하면서부터라고 추정된다. 특히 

1997년에 교회문고 심의 ‘한국사립 문고 회’가 설립되어 문고 설치를 권장하

면서 교회문고의 수는 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문고의 경우 부분 교회 

배당 내에 서가를 설치한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자료 한 기증자료가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그럼에도 종교시설 문고는 꾸 히 증가해 2009년 한국도서 연감

에 따르면 2008년 말 기  1,926개 문고가 한국사립 문고 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

으로 인용되고 있다.

1.2.5 어린이독서운동의 확대 - 어린이도서관

우리 사회에 민간에서 설립한 어린이도서 이 속하게 확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78년에 창립된 서울양서 동조합에는 3개 

연구분과  어린이도서연구분과가 있었는데, 1980년 5월 이를 모태로 하여 어린

이도서연구회가 설립되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당시 집 주로 열악하기만 

했던 어린이책 출 시장을 변화시킬 만큼 극 인 어린이책  어린이독서운동

을 벌여나갔으며, 1992년에는 <동화읽는어른>잡지를 발간하고, 1993년에 부평 동

화읽는어른모임을 필두로 국 으로 동화읽는어른모임을 확 해 나갔다

이와 같이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활동과 동화읽는어른모임의 국 인 확 , 인

표어린이도서  설립, 어린이 문서 의 등장 등으로 1990년  후반 들어 개인이

나 단체가 설립하는 어린이도서 이 에 띄게 늘기 시작했으며, 1998년에는 ‘

국어린이작은도서 의회’가 창립되었다. 이어 2003년에는 ‘책읽는사회만들기국

민운동’과 MBC가 공동 주최한 ‘기 의도서 ’ 로젝트로 인해 각 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어린이도서 을 설립하기도 하 다. 

방송이 불러온 국 인 어린이도서 의 열풍은 사립어린이도서 의 증가로 

다시 이어졌으며, 이에 힘입은 국어린이작은도서 의회는 2005년 3월에 사단

법인으로 등록, ‘(사)어린이와도서 ’으로 재탄생하 으며, 2007년에는 ‘(사)한국

어린이도서 회’로 명칭을 변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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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국가정책으로서 작은도서관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2000년  반 어린이도서 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고 동시기인 2002년

에 부천에서 민 력으로 시작된 “동네마다 작은도서  만들기 운동”이 사회

인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2004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작은도서  조성 사업이 시

작되었다.

2004년 문화 부의 정책보고서인 “창의한국21:문화비 ”에 “1만개 작은도서

, 이웃도서  확충운동”이 제시된 이래, 복권기 을 활용한 작은도서  조성 시

범 사업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더불어 “주택건설기 등에 한규정” 제55조 제5항에 따라 500세 (2006년 1월

부터 500세 에서 300세 로 수정되었다)이상의 공동주택에 문고를 설치하는 의

무조항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 으로서 아 트문고의 보 과 확장에 요한 기

를 마련하 다. 2006년에는 국립 앙도서  내에 “작은도서 진흥 ”이 신설되

었고, 당해 년 30억원 복권기 을 활용하여 작은도서  조성 사업이 추진된 이래, 

련 장기 정책 수립과 다양한 연구활동이 병행되었다. 2008년 작은도서  업

무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으로 이 되면서 작은도서 진흥 은 해체되었으나, 

2009년 3월 도서 법 개정으로 작은도서 이 공공도서 의 범주로 개정되면서, 

작은도서  조성사업은 공공도서  건립지원사업과 함께 도서 정보정책기획단

의 주요 국고지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1.3 사립 작은도서관 활동의 우수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960년  마을문고부터 시작된 사립 작은도서 의 통은 당시의 사회상, 는 

사회  요구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며 새롭게 생겨나고 소멸되는 양상으로 개되

어 왔다. 즉, 사립 작은도서 은 부분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성, 자발성에 

기 하여 설립 운 됨으로써 당시의 사회  요구를 실 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지

고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소멸되었다고는 

하나 재까지 일부 작은도서 은 계속 존하거나 는 당시의 특성을 이어가면

서 작은도서 의 성격  유형에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재의 사립 작은도

서 은 이 의 사립 작은도서 들의 유형이 층 인 구조로 존재하는 양상을 띠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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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작은도서 의 통에서 공통 으로 확인되는 요소는, 도서 운동에 한 

신념과 헌신성을 가진 운 자와 조력자의 존재,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

며 꾸 히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꾸 다. 이러한 

개인의 헌신과 지역주민의 신뢰는 자발 인 시민참여와 기 조성, 후원회조력으

로 이어지고, 불안정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립 작은도서 을 이끌어 오는 

기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랜 기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꾸 한 활동 속에 층 인 구조로 존재하

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 을 성격과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개인  

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 , 새마을문고, 종교시설문고, 법인이 설립한 작은도서

, 아 트작은도서  등의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 사립 작은도서관 활동의 통계적 기반분석

2.1 공립과 비교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동 분석

최근까지 국 작은도서 (문고) 활동과 련하여 실시된 국 인 통계분석

으로는 2006년 국립 앙도서  작은도서 진흥 에서 실시한 통계와 2008년 국

가도서 통계시스템의 개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작은도서 (문고) 통계, 

그리고 국립 앙도서  정보시스템운 에서 작은도서  디지털원문서비스 사

업추진을 해 기 자료로 수집한 정보화실태조사 등이 있었다. 모두 국 인 

규모에서 실시되었다지만, 국에서 운 되고 있는 작은도서 (문고)을 망라

으로 집계하 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통계  신뢰도는 높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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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  작은도서  통계

구분 실시주체 공립 사립 합계

2006년
 국립 앙도서

 작은도서 진흥

778

(27.1%)

2,094

(72.9%)

2,872

(100.0%)

2008년  국가도서 통계
1,018

(30.6%)

2,306

(69.4%)

3,324

(100.0%)

2009년
 국립 앙도서

 정보시스템운  

772

(27.2%)

2,069

(72.8%)

2,841

(100.0%)

국 작은도서 (문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사립 작은도서 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에서 자율 으로 운 되는 사립 

작은도서 이 국내 작은도서  활동의 추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

여주는 비율이다. 

본고는 2008년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3,324개 작은도서 의 운

실태에 한 통계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하여 운 요소별 분석을 실시하 다. 통

계데이터의 입력내용이 빠진 부분이 많아 장실정을 반 하는 실태로 해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서 통계조사를 기 로 할 수밖

에 없는 이유는, 실 으로 국가도서 통계를 체할 만한 안  통계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었다. 한 신뢰도가 낮은 통계데이터를 분석 상으로 하는 한계를 

만회하기 해, 각각의 통계항목별로 입력데이터가 있는 도서 만을 평균하 고, 

실제 통계  유의수 을 넘는 극단 값을 임의 제외하는 방식으로, 통계치의 정규

분포 범 를 유지하여 제한 이나마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 다.

2.1.1 작은도서관 자료소장현황

공립 작은도서 의 1 당 소장 자료 수는 도서 6,760권, 비도서 898 이며, 

자자료 24종, 연속간행물 11종으로 나타났다. 사립 작은도서 의 1 당 소장 자료 

수는 도서 3,635권, 비도서 350 , 자자료 160종, 연속간행물 38종으로 나타났다. 

공립 작은도서  도서, 비도서의 1 당 소장 자료 수는 사립 작은도서 의 자

료보다 많으나, 자자료와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사립 작은도서 이 공립 작은

도서 보다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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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작은도서  자료소장 황

구분 내역 도서 비도서 자자료 연속간행물

공립
응답

504

(29.9%)

89

(20.7%)

6

(20.0%)

84

(23.1%)

1 당 평균 6,760 898 24 11

사립
응답

1,183

(70.1%)

340

(79.3%)

24

(80.0%)

279

(76.9%)

1 당 평균 3,365 350 160 38

합계
응답

1,687

(100.0%)

429

(100.0%)

30

(100.0%)

363

(100.0%)

1 당 평균 4,569 463 133 32

2.1.2 작은도서관 면적 및 시설

공립 작은도서 의 경우 응답한 1 당 도서  건물 연면 이 42평(139㎡)이며 

1 당 총 좌석 수 27석으로 나타났다. 사립 작은도서 의 경우 응답한 1 당 도서

 건물 연면 은 32평(104㎡)이며 총 좌석 수 31석으로 나타났다. 

공립 작은도서 과 사립 작은도서 의 시설을 비교한 결과, 1 당 도서  건물 

연면 의 경우 공립 작은도서 이 사립 작은도서  건물 연면  보다 10평정도 

크게 나타났다. 1 당 총 좌석수의 경우 사립 작은도서 이 공립 총 좌석수 보다 

4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작은도서  1,663개 의 평균규모는 35평

(114㎡), 30석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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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은도서  시설면

구분 내역 건물연면  (㎡) 총 좌석 (석)

공립
응답 수

495

(29.8%)

463

(29.1%)

1 당 평균 139(42평) 27

사립
응답

1,168

(70.2%)

1,126

(70.9%)

1 당 평균 104(32평) 31

합계
응답 수

1,663

(100.0%)

1,589

(100.0%)

1 당 평균 114(35평) 30

2.1.3 작은도서관 예산지출현황

공립 작은도서 의 경우 1개  당 인건비 지출 액은 12,253,000원, 1개  당 

자료구입비 지출 액은 6,474,000원, 1개  당 운 비 지출 액은 4,586,000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작은도서 의 경우 1개  당 인건비 지출 액은 7,995,000원, 1개

 당 자료구입비 지출 액은 3,521,000원, 1개  당 운 비 지출 액은 2,801,000

원으로 나타났다. 공립 작은도서 의 1개  당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 비 모두

가 사립 작은도서 의 지출보다 큰 것으로 비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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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작은도서  산지출내역

구분 내역 인건비(천원) 자료구입비(천원) 운 비(천원)

공립
응답

111

(43.2%)

280

(42.4%)

208

(28.6%)

1 당 평균 12,253 6,474 4,586

사립
응답

146

(56.8%)

380

(57.6%)

520

(71.4%)

1 당 평균 7,995 3,521 2,801

합계
응답

257

(100.0%)

660

(100.0%)

728

(100.0%)

1 당 평균 9,834 4,774 3,311

2.1.4 작은도서관의 개관일 수 및 개관시간

공립 작은도서 의 개 일 수  개 시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502개 의 

개 일 수는 1개  당 230일, 주당 평균 44시간으로 나타났다. 사립 작은도서 의 

1개  당 개 일 수는 189일, 주당 평균 개 시간은 26시간으로 나타났다.

공립 작은도서 의 개 일은 사립 작은도서 보다 41일 많으며, 주당 평균 개

시간도 사립 작은도서 보다 18시간 더 개 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되었다.

<표 5> 작은도서  개 일 수  개 시간

구분 내역 개 일수 개 시간

공립
응답

502

(29.0%)

502

(29.0%)

1 당 평균 230 44

사립
응답

1,229

(71.0%)

1,229

(71.0%)

1 당 평균 189 26

합계
응답

1,731

(100.0%)

1,731

(100.0%)

1 당 평균 20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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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 및 대출자 수

공립 작은도서 의 등록회원 수는 1개  당 1,494명, 이용자 수는 8,502명, 출

자 수는 4,390명으로 나타났다. 사립 작은도서 의 등록회원 수는 1개  당 평균 

323명, 이용자 수는 6,961명, 출자 수는 1,122명으로 나타났다.

공립 작은도서  등록회원 수가 사립 작은도서 의 4.6배, 이용자 수는 1.2배, 

출자 수는 3.9배 많은 것으로 비교되었다.

<표 6> 작은도서  이용자 수  출자 수

구분 내역 등록회원 수(명) 이용자 수(명) 출자 수(명)

공립
응답

369

(34.5%)

393

(57.9%)

378

(35.2%)

1 당 평균 1,494 8,502 4,390

사립
응답

700

(65.5%)

286

(42.1%)

697

(64.8%)

1 당 평균 323 6,961 1,122

합계
응답

1,069

(100.0%)

679

(100.0%)

1,075

(100.0%)

1 당 평균 727 7,853 2,271

2.2 도서관운영평가에 나타난 지역별 작은도서관 협력실태 분석

문화체육 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에서 실시한 2010년 도서 운 평가에서 

공공도서 의 작은도서  지원  력 련 실 을 묻는 문항 34번의 응답 자료

를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 공공도서  평가자료  작은도서

 는 문고를 지원한 실 을 제출한 공공도서 은 161개 이 확인되었다. 작은

도서 과의 력을 묻는 문항이 규모 공공도서 만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제한

되어 실시된 때문으로, 소규모  규모 공공도서 을 포함한 실제 작은도서  

지원 력 황은 보다 많은 도서 이 참여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는 작은도서 에 순회문고 출, 장서지원이 많고 독서교육 

 문화행사, DB구축 시스템 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

기도의 경우는 장서지원이 가장 많으며, 인력지원, 산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라도의 경우 장서와 산  인력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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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 경우도 장서지원이 가장 많으며 순회문고 출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충청도는 장서지원, 순회문고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도의 경

우 작은도서  운  교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와 부산의 경우 독

서교육  문화행사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도의 경우 순회문고의 지

원이 가장 많으며 주의 경우 장서지원, 순회문고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도서 평가결과 나타난 지역별 작은도서  력실태

지역 장서 지원 산 지원인력 지원운  교육
독서,

문화행사
순회 문고

DB시스템
리

기자재 
시설지원

합

서울 16 4 5 3 9 17 6 1 61

경기 30 10 13 4 5 7 5 2 76

인천 8 4 5 2 3 8 0 0 30

강원 2 2 2 2 3 1 1 0 13

4 1 1 1 0 3 1 0 11

충청 8 1 0 1 1 5 1 2 19

주 7 1 0 1 1 5 1 0 16

라 7 4 4 1 0 3 1 0 24

부산 16 1 5 1 13 2 1 4 43

구 8 2 3 0 1 8 0 0 22

경상 3 4 2 1 4 14 1 1 30

제주 1 1 0 2 1 1 0 1 7

합
110

(31.2%)

35

(9.9%)

40

(11.4%)

19

(5,4%)

44

(12,5%)

74

(21.0%)

18

(5.1%)

12

(3.4%)

352

(100.0%)

역별 공공도서 의 작은도서 에 한 력  지원 황을 종합하여 살펴보

면, 장서지원(110개 , 31.2%)이 가장 많으며, 순회문고 지원(74개 , 21.0%), 독

서교육  문화행사 지원(44개 , 12.5%), 인력지원(40개 , 11.4%), 산지원

(35개 , 9.9%), 도서  운  교육(19개 , 5.4%), DB구축  시스템 리(18개

, 5.1%), 기자재 시설 지원(12개 , 3.4%)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와 서울  부산의 공공도서 들이 소재지역 작은도서  지원 력에서 많은 실

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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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민관협력의 호혜적 모형

3.1 공공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의 동반적 협력실태 

3.1.1 경기도 파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례

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면 이 활하기 때문에 시민 체를 상으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효과 으로 극복하

는 하나의 방안이 바로 지역 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착형 작은

도서  조성이었다. 주시는 이런 지역  특성으로 인해 공공도서 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주시에 등록된 사립 문고를 활

성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때마침 문 부와 경기도에서 사립 문고에 

한 자료 구입비 지원 사업이 개되면서 2002년을 기 으로 사립 문고를 지원

하게 되었다. 처음 실시한 지원 사업에 한 객  기 의 부재로 문제 이 도출

되자, 사립 문고 지원을 한 객  평가기  마련이 필요하게 되어, 2003년 등

록 사립 문고에 한 지 실사를 통해 문고평가 기 안을 만들기 시작하여 2004

년에 ‘사립 문고 평가기 ’을 처음으로 제정하 다. 

2004년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사립문고평가기 (안)’은 문고 운 자뿐만 아니

라 도서 에 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를 해 문고평가제 실시

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 다. 이를 한 차로, 첫째 도서 의 기본 역할을 

근간으로 한 평가의 기본(안)을 작성하고, 둘째 그 기본안을 문고 표자들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보충하고, 셋째, 도서  운 원회 원들의 심의를 통

해 검하고 넷째, 문고 소 원회를 구성하여 실제로 서면평가  지평가를 실

시하도록 하 다. 첫 번째 문고평가기 이 만들어 지고 나서 매년 지속 인 지

실사와 심의과정을 통해 보완  개정을 지속하고 있다. 첫 해의 문고평가제 실시

결과, 각 문항별 계량화된 수치가 없어서 원들의 사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단해 두 번째 평가기 부터 실에 한 계량화된 수치를 넣어 평가 원들이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 다. 2005년부터 용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 에 하여 평가기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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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 평  가  내  용
평

(100)

목 의

합성

○ 문고는 문고 운 을 주요 목 사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명칭은 무엇인가(문고, 도서  명칭사용) (1)

․문고 설립취지(목 )는 합한가 (4)

  - 운 방침(방향)은 합한가 (4)

    (이용조건 - 공비, 공개, 무료성의 용 확인)

  - 교회운 , 독서지도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고 있는가 (-2)

  - 특정의 이용자만 근 가능한가 (-2)

  - 공공성 확보를 한 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2)

5

시설의 

정성

○ 문고는 문고의 목 과 기능을 수행하기 한 정한 공간이 있

어야 합니다.

․도서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문고시설기 에 합하며,

  향후 장서  이용자 증가 등에 비한 운 계획이 있는가 (2)

․지역 주민들이 근하기 쉬운가 (2)

․쾌 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1) 

5

자료의 

성  장

○ 문고활동의 근간은 책( 는 자료)입니다. 자료 확충과 리에 

만 을 기해야 합니다.

․자료 리를 한 지침(도서구입방침, 도서 리방침등)이 있는가 (2)

․지난 1년간 장서증가량, 월 신간확보 내역

  - 장서증가량 월 30권 이상 연 300권 이상 (15)

               월 20권 이상 연 150권 이상 (10)

               월 10권 이상 연 100권 이상 (7)

               월 5권 이상 연 60권 이상 (5)

               월 5권미만 (0)

  ※ 증가된 장서 질에 한 평가를 포함한다. (신간 우선, 기증도

서 일부 포함)

․자료의 리내용 : 등록원부, 장서목록 비치여부, 구입/기증에 의

한 목록 비치여부 (3)

20

한 

인  력

○ 문고는 리운 에 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서자격증을 가진 문직원이 있는가 (3)

․ 리운  인력이 있는가 (3)

․자원 사자가 몇 명 있는가(5)

  - 10명이상(5), 5명이상(3), 3명이상(2), 1명이상(1) 

․자원 사 운  리 시스템이 체계 인가 (5)

  - 자원 사 운 계획(2), 자원 사자 교육 로그램(2), 자원 사

자회의(1)

․운 자, 자원 사자가 직무 련 교육을 이수했는가 (4)

  - 10명이상(4), 5명이상(3), 3명이상(2), 1명이상(1) 

20

<표 8> 주시 사립 문고 평가기 표(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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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 평  가  내  용
평

(100)

이용수칙

이용 황

○ 문고는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진 공간으로 효율  운 을 해 주

민들을 상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가 (5)

․연 개 일 수 (10)  

   - 290일 이상(10), 250일 이상(8), 200일 이상(6), 

     150일 이상(4), 100일 이상(2)

․ 지난 1년간 이용 황, 월 이용 황 (5)

   - 연 5,000명 이상(5), 연 3,000명 이상(4), 연 2,000명 이상(3),

     연 1,000명 이상(2), 연 500명 이상(1)

   ※ 일일 운 일지 검 / 년도 비 올해 이용 황 검

20

재  정

자립도

○ 문고 운 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해 재정확보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안정  재원확보방안이 있는가 (후원회, 입주 표회의 결정) (5)

․ 신간확보비용은 있는가 (10)

  - 장서구입비  월 30만원 이상 연 240만원 이상 (10)

                월 20만원 이상 연 120만원 이상 (8)

                월 5만원 이상 연 60만원 이상 (5)

                연 20만원 이상 (1)

  ※ 연간운 비 소요내역, 운 비 충당방안 검토

15

문 화,

교육활동

○ 문고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기 (지역사랑방)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해야합니다.

․문화, 교육활동, 행사 등을 실시하 는가 (3)

  - 5회 이상(3), 3회 이상(2) 

․동아리를 조직하고 운 하고 있는가 (2) 

5

지속  

홍  보

○ 문고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하여 지속 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도서  이 있는가 (1)

․도서 (문고) 홍보한 실 이 있는가 (4)

  - 5회 이상 (4), 3회 이상 (2)

5

실한

필요성

○ 문고는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고루 

분포해야 합니다.

․인근에 공공도서 이 없거나, 기타 문화시설이 없는 소외 지역인

가 (5)

․인근에 정보제공  문화향유를 한 도서   문화시설이 있는

가 (-3) 

5

2009년 도서 법이 개정되면서 사립 문고가 공공도서 의 범주로 포함되면서 

사립 작은도서 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시는 사립 문고를 사

립 작은도서 이란 명칭으로 변경하 다.

주시의 사립 작은도서  황은 2002년 당시 신고 수가 11개소 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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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17개소가 등록되었으며 2009년에 36개소까지 증가하 다. 그러나 

2010년 10월 수 조사를 통해 휴 이나 부실운  등 도서  기능을 하지 않는 

시설에 한 강제 폐  조치를 통해 21개소로 정리하 다. 

<표 9>는 주시 사립 작은도서 들의 운 주체별 유형 황으로 체 21개 사

립 작은도서  가운데 종교단체  아 트 내에 설치된 작은도서 이 거의 부

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집계된 사립 작은도서

들의 면 이 104㎡(31.5평) 정도인 것에 비해, 주시 사립 작은도서 의 평균 

면 은 133㎡(40.3평)으로 비교  양호한 공간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립 작은도서  21개소의 총 장서 수는 136,278권으로 1개소 당 평균 장서 수

는 6,215권인 것으로 악되었다. 

<표 9> 주시 사립 작은도서  황

운 주체별 

유형
도서  수 평균면 평균 장서 수

설립연도

시작
비  고

개인 4 99 9,855 2003년

아 트 8 109 6,094 2003년

종교단체 8 130 3,964 2003년

법인단체

(복지시설)
1 267 10,442 2009년

계 21 133 6,215 2005년
총 장서 수

136,278

그동안 주시의 사립 문고 지원 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체 사립 작은도

서   우수기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 으며, 2006~2007년에는 다수의 우

수기 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 다. 그러나 2008~2009년은 평가에 의하여 지

원 상에 따라 그룹별 지원내역을 달리하는 차등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는 사립 작은도서 의 난립을 방하고 우수한 

작은도서 을 육성하기 해 지원내용과 방법을 개선하 다.

<표 10>는 주시 사립 작은도서 에 한 연도별 지원 황으로 2010년부터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과 공모제를 통한 지원으로 지원방법이 세분화 된 것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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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시 사립 작은도서  지원 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등록 수(개소) 17 21 23 28 36 23

지원 액
(백만원)

2 16 9 31 62 100

지원방법
평가 우수 
1개소 

평가우수 
동일지원
8개소 

평가우수 
동일지원
6개소 

평가우수 
차등지원
9개소 

평가우수 
차등지원
12개소 

공모, 
평가 등 
차등지원 
개소 미정 

※ 2010년 10월 수 조사 후 23개소 축소 됨 - 재 미운  는 폐 된 곳 제외됨

한 최근 주시 내 신도시 지역에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아 트에 부설

되는 사립 작은도서  설립 신고가 증하고 있고,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요구도 계속 증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원받기 해 신고만 한 후 운 되지 

않은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응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시작된 

사립 작은도서 (문고) 평가제를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실질  혜택을 주는 작은

도서  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3.1.2 경기도 고양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사례

경기도 고양시는 2010년 재 어린이도서  3개 을 포함하여 공공도서 이 12

개 이 운  에 있으며 2개 이 건립 이다. 고양시의 공공도서 은 1개  당 

서비스 상 인구수가 2010년 8월 기 인 79,250명으로 재 경기도의 평균 

90,171명보다 은 숫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종교단체에 의한 사립 작

은도서  설립을 시작으로 재 50개소의 사립 작은도서 이 운 되고 있다. 이

는 아직도 공공도서  문화 향유에 한 시민들의 갈증을 지자체에서 충분히 풀

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양시 사립 작은도서 을 운 주체별로 유형을 구분한 결과 체에서 36%를 

차지한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작은도서 이 18개소, 개인이 운 하는 곳이 14개소, 

아 트 내에 설치된 작은도서 이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운 인 도서 이 5

개소, 그리고 새마을문고가 8개소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체 사립 작은도서  50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수는 239,640권으

로 1개  당 평균 장서수가 4,793권으로 나타났으며, 사립 작은도서 의 평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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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9㎡인 것으로 악되었다. <표 11>은 고양시 사립 작은도서 에 한 체 

황을 운 주체별로 구분한 것으로 각 유형별 작은도서 에 한 평균 면 , 평

균 장서 수, 그리고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도서  수이다.

<표 11> 고양시 사립 작은도서  황 

(단  : ㎡ / 권, 2010년 11월 재)

유    형
도서  

수
평균 면 평균 장서 수

사서자격증
보유 수

설립연도
시작

비고

개    인 14 75 5,329 3 2000년

아  트 5 77 2,990 - 2006년

종교단체 18 90 5,717 1 1998년

새마을문고 8 71 3,849 - 2006년

법인단체 5 70 3,280 - 2005년 지역아동센터

계 50 79 4,793 4
총 장서수

239,640

고양시는 2003년부터 매년 1회 3~5개소의 사립 작은도서 에 300~400만원의 

도서를 물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객 인 평가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 으로 잘 운 되고 있는 작은도서 에 도서를 지원하는 정도 다. 따라서 

공공도서 과 사립 작은도서 의 력이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울

러 개개의 사립 작은도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공간으로 활

용되고 있는지도 악되지 않은 상태 다.

그러나 2010년부터 그동안 사립 작은도서 에 일방 으로 주기만 했던 도서 지

원방식을 변경하여, 공공도서 과 사립 작은도서 의 력  연계의 토 를 마

련하기 한 새로운 방식의 지원 사업을 추진 에 있다. 이를 해 2010년 8월 

고양시에 등록된 50개소의 사립 작은도서 에 한 황 악과 실사조사를 진행

하 으며, 객 인 평가 기 을 마련하여 지원 상을 선정한 후 다양한 지원 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사립 작은도서 이 난립하는 문제 을 보완하고, 사

립 작은도서 이 건 하게 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함이었다. 한 사

립 작은도서  지원 목 은 시민들의 사랑방으로서 독서 생활화 정착에 기여하

고, 주민 친화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 이고 지속 인 운 체제

를 조성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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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배  기 수 비고

자료 황
(25 )

작은도서  활동의 근간은 자료입니다. 자료 확충과 리에 만 을 기해야 합
니다.

자료수(권)
(10 )

- 8,000권 이상 (10)    - 5,000권 이상 (7)  
- 3,000권 이상 (5)     - 1,000권 이상 (3)

2010.1~9.

연간 증가 
자료 수(권) (10 )

- 연 300권 이상 (10)   - 연 200권 이상 (7)
- 연 100권 이상 (5)    - 연 100권 미만 (3)

2010.1~9.

장서목록(5 ) - 보  유 (5)           - 미보유 (0)

시설 황
(20 )

작은도서 은 목 과 기능을 수행하기 한 정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면 (㎡)
(10 )

- 100㎡ 이상 (10)      - 75㎡ 이상  (7)
- 50㎡ 이상  (5)       - 33㎡ 이상  (3)

도서 리 
로그램(5 )

- 보  유 (5)           - 미보유 (0)

업무/이용자용 
컴퓨터 (5 )

- 2  이상 (5)  - 1  보유 (3)  - 미보유   (0)

인 자원
(15 )

작은도서 은 리운 에 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리운 인력 (5 ) - 상근인력 (5) - 반상근인력 (3) - 비상근인력 (1)

사서/교사/독서지도  
독서 련자격증(5 )

- 보  유 (5)           - 미보유 (0)

자원 사자 수(명)
(5 )

- 10명 이상 (5) - 7명 이상  (3) - 3명 이상  (1)
2010년

3개월 이상
사자

이용 황
(25 )

작은도서 은 지역주민들에게 열려진 공간으로 효율  운 을 해 지켜야 할 
약속이 필요하고, 한 지역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개 일 수 (10 ) - 230일 이상 (10)  - 200일 이상 (7)  - 150일 이상 (4)
2010년
말까지 
운 시

출권수(권)
(10 )

- 연 8,000권 이상 (10)  - 연 5,000권 이상 (7)  
- 연 3,000권 이상 (5)   - 연 1,500권 이상 (3)

2010.1~9.

고양시의 작은도서  지원 상은 공공성을 발휘하는 고양시 등록 작은도서

을 상으로 하되, 리  목 의 작은도서  는 휴 인 작은도서 , 지역아

동센터에 설치된 작은도서  등은 제외하고 있으며, 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사립 작은도서 에 해서 아래와 같은 평가기 을 마련하여 객 이고 공정한 

선정 차를 시행하고 있다. 

<표 12> 고양시 사립 작은도서  평가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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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배  기 수 비고

문화 로그램 (회)
(5 )

- 연 30회 이상 (5) - 연 20회 이상 (3)
- 연 10회 이상 (2)

2010.1~9.

재정상황
(5 )

작은도서  운 에 필요한 경비를 해 재정확보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
(5 )

- 안정  재원확보 가능 (5)
  (자부담, 후원, 주민단체 지원으로 운 비 충당)
- 회원 회비로 일부 충당 (3)
- 운 비 확보 불가(1)

운
기간
(5 )

작은도서 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하여 지속 으로 운 되어야 합니다.

설립연도 (5 ) - 3년 이상 (5)  - 2년 이상 (3)  - 1년 이상 (1)

홍보활동
(5 )

작은도서 은 지역주민에게 작은도서 의 존재와 활동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도서  (3 ) - 보  유 (3)        - 미보유 (0)

도서  홍보실 (2 ) - 있  음 (2)        - 없  음 (0)

3.1.3 전남 순천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례

순천시는 2003년 기 의 도서  국 1호  설립을 시작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

이기 한 정책으로 2004년부터 주민들에게 도서  문화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작은도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 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작은도서  사업은 

2004년 처음 설치 시 읍․면․동의 인식부족으로 신청이 거의 없어서 기존 문고

를 활용하여 설치하 으나 2005년도부터는 작은도서  사업이 진행될수록 주민

들의 심이 지속 으로 증가하여 왔다. 작은도서  선정기 은 작은도서 을 운

코자 하는 의지와 열의가 있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 신청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

며, 그 외 주민자치센터 내의 북카페, 기존의 새마을문고로 설립되었다가 활성화

되지 못한 마을문고, 공동다세 주택(APT)의 공용 공간, 교회, 학교도서  등에 

설치하 다. 그러나 순천시는 작은도서 이 설치된 장소와는 계없이 마을주민

들이 운 하는 작은도서 과 도서 에서 직 하는 도서 으로 구분되어진다. <표 

13>은 순천시 작은도서 을 운 주체별로 구분된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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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순천시 작은도서  장소별 황

(단  : ㎡/권, 2010년 11월 재)

장  소 도서  수 평균 면 평균 장서 수
설립연도

시작
비고

자치센터 9 83 4,462 2004년

읍․면
(마을회 ) 10 66 3,415 2004년

아  트 14 94 6,216 2004년

교    회 2 76 5,746 2004년

공공기 4 117 5,014 2007년

기  타 3 104 3,381 2005년

계 42 74 4,071
총 장서 수

170,980

마을운 40개소 도서 직 2개소

순천시는 작은도서 을 조성하기 한 치 선정을 하여 다음과 같은 기 을 

두고 있다.

첫째, 도서  건립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 지역

둘째, 문화소외지역( 소득층 집지역)으로 어린이도서 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셋째,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  참여가 가능한 지역

넷째, 주민의 독서의지가 강하며 연령별 수혜주민이 많고 독서 열기가 높은 지역

다섯째, 지방자치 운  기   다 이용 장소  특색 있는 시설

여섯째, 자체 운 비  운 요원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

일곱째, 지속 으로 운  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운 원회  자원 사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

여덟째, 500세  이상 APT 단지  도서  시설 공간을 확보한 지역

아홉째, 건평 25평(82㎡), 열람석 20석 이상 설치 가능한 지역

그러나 작은도서 에 한 심이 고조되어 가면서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 주민

의 참여의지가 차 으로 높아짐에 따라 작은도서  선정규정을 구체 으로 제

시하게 되었다. <표 14>는 2010년 작은도서  조성사업 계획에 따른 선정기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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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순천시 작은도서  선정 기

기    내       용 비  고

장     소

▪읍․면․동 마을회

▪공공시설

▪500세  이상 아 트

▪주민자치센터 내

▪권역(동)내 도서 이 있을 시 감

▪마을 공동체 기능  순수 도서 의 역할만 

 가능한 곳 

개인사업장 불가

시설 면
▪건평 20평 이상(67㎡)

▪열람석 20석 이상 설치 가능 한 곳

수혜 상인구

▪읍, 면지역 : 100세  이상

  - 학생수 : 40명 이상

▪동지역 : 200세  이상

  - 학생수 : 100명 이상

 

자부담능력
▪시설비(리모델링비) 10% 

  - 공공요  등은 자체 해결

- 자부담 능력이

  높은 지역 우선

운 인력

확보

(자원 사자)

▪읍,면 지역 6명 이상

▪동지역 10명 이상

- 자원 사자 의지,

  능력, 활동 등 

- 유명무실한 

  자원 사자 배제

운 인력

확보

(운 원회)

▪10명 이내

 - 도서  운 에 도움을  수 있는 지역 주민 

- 실제 운 에 도움을

   수 있는 사람으

로 구성

운 주체
▪작은도서  운 원회를 구성하여 운 원

장이 주체가 됨. 

* 이 기 에 합하되 지원 상지 지조사서에 의거 우선순  결정

* 개인사업장 : 종교단체, 형할인매장, 토지․시설물 등이 개인소유 장소

순천시는 2010년 작은도서  사업을 통해 독서 생활화로 인한 새로운 도서  

도시의 구 과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으로 ‘도서 의 도시’ 

순천을 완성하고자 하는 궁극  목표를 설정하 다. 그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기

존과 달라진 사항은 도서  규모의 축소로 에는 25평 이상 이었으나 2010년

에는 20평 정도의 규모로도 작은도서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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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치단체의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평가모델

작은도서 의 규모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작은도서 에 한 평가 기

을 획일 인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획일 인 평가 

기 이 아닌 작은도서 을 유형별로 구분한 후, 규모와 유형, 활동의 성격 등 여

러 조건을 감안하여 평가기 이 상이한 공공도서 의 다양한 연계방식에 따른 일

정한 기 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15>는 국립 앙도서 의 선진형 작은도서  모형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기

 지침으로, 장서․사람․시설․운   서비스․ 로그램․ 치․역할․고

려사항․궁극  목표 등의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5> 선진형 작은도서  개념 정립을 한 기  지침

장서
▪체계 으로 개발된 수 , 국가표 에 의한 도서정리, 공동수서․

편목․상호 차 가능 3,000권 이상

사람

(사서+이용자)

▪사서의 역할-자료개발, 로그램 기획․운 , 지역사회 정보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의 역할-도서  서비스의 수혜, ‘도서 의 친구’

시설 ▪50평 내외(권장수 )

운   서비스
▪공공도서  력망 차원에서 운 , 주민(남녀노소)의 삶과 일에

련된 정선된 서비스 제공

로그램
▪주민친화 , 주민참여형 독서․문화 로그램 운 . 공공도서 의

공동 로그램 운

치
▪지역의 모든 주민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존재

(도서  서비스 반경 1㎞)

역할

▪건강한 지역공동체 지향

▪지역민 심의 정보서비스, 독서․문화 로그램 제공

▪ 근성이 좋은 곳에 치한 비 리 정보․교육․문화공간

▪정기 으로 지역사회에서 도서 망을 형성, 공공도서 의 분  역

할 수행

고려사항

▪도서 의 기본 요소(장서, 사서, 시설)를 갖추고 있는가?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한 독서․문화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가

▪장기 으로 공간확장이 가능한가?

▪장서증가에 비한 방안이 있는가? - 보존서고(1차 으로 공공도

서  담당) 장서의 순환․기증․교환을 한 차량 구비 등

궁극  목표 ▪선진국 수 의 공공도서  력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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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은 “작은도서  분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작은도

서  평가모형으로 사립 작은도서  조성 시 상 도서 을 평가하는 합리  기

으로 제시되었던 평가모형이다.

<표 16> 작은도서  평가모형

구분 최소기 ( 사인구 5,000명 기 ) 가 치 기 충족여부 수

시설

▪ 면  100㎡ (약 30평) 8

기 충족 x 3

기 미달 x 1

▪ 열람석 10석 이상 3

▪ 인터넷 검색용 PC 2  이상 4

▪ 별도 8~10명 규모의 모임 공간 2

▪ 어린이 공간 비  30% 이상 3

소계 20 최고60, 최 20

자료

▪ 단행 3,000권 이상 8

기 충족 x 3

기 미달 x 1

▪ 정기간행물 10종 이상 3

▪ 자책 등 비도서 자료 구비 2

▪ 검색  출시스템 4

▪ 연간 자료구입비 300만원 이상 3

소계 20 최고60, 최 20

직원

▪ 상근직원 1명 이상(*) 8

기 충족 x 3

기 미달 x 1

▪ 상근직원의 자격유무 3

▪ 상근직원의 임 수 (최 생계비) 2

▪ 보조인력 1명 이상 3

▪ 자원 사자 참여 5명 이상 4

소계 29 최고60, 최 20

운

▪ 주당 36시간 이상 개발 8

기 충족 x 3

기 미달 x 1

▪ 운  매뉴얼 3

▪ 독서교육 로그램 4

▪ 주민행사  모임 3

▪ 회원제 운 2

소계 20 최고60, 최 20

합계(최고 240 , 최  80 )

한편 다음은 주시 등 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  조성  지원을 하여 자체

으로 마련한 기 들을 비교한 후 요하다고 단되는 항목과 복된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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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진형 작은도서  지침’과 ‘작은도서  평가모형’ 등을 참고하여, 자치단

체에서 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  조성을 한 선정기 ’과 ‘작은도서  지원을 

한 평가기 ’ 등을 제시한 것이다.

<표 17> 사립 작은도서  조성을 한 선정 기 (안)

항  목 평가 기 배 

운 주체
조직의 독립성 여부

운 목 의 합성

치

사 상 인구 특성에 따른 필요성

(다문화, 결손가정 등)

지역주민의 근성

주변 유사시설 존재 유무

재정
자부담 능력 - 자생  운  가능 여부

안정 이고 지속 인 지원 체계 유무

인 자원

장 는 문 인력 유무

운 원회 구성 여부

자원 사 조직 여부

자료 기본 장서 수 확보 여부

시설

도서 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한 면  제시 

열람할 수 있는 기본 좌석 수 확보 여부

기타

운 의 개방성

지속 인 운  가능성

지역문화발 에 한 기여도

타 공동시설 확산 가능성

지역주민 참여도

사립 작은도서 을 평가하는 기 이 국 지자체에 같이 용될 수는 없다. 

지자체마다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기 에 한 세부기

은 지자체의 특성을 반 하여 그 지체의 환경에 맞도록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평가항목에 한 세부기 은 지자체의 특성이 반 될 수 있도록 편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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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평가 기 세부내용 배

자료

자료 수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소장 자료 수를 단계별로 

나 어 차등 배

연간증가 자료 수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연간 증가 자료 수를 단계

별로 나 어 차등 배

자료 리 장서목록 보유 여부 

시설

규모
도서 법에 명시된 작은도서  시설기  충족여

부 는 지역특성에 따른 면  제시

치선정의 성 지역에 고루 분포

근성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산 리여부 도서 리 운 을 한 산시스템 구축 여부

독립사용 여부 도서  공간의 독립사용 여부 

쾌 한 환경조성 도서  내․외부 시설에 한 환경 개선사업 여부

인

자원

담인 장, 상주인력

문성 확보 사서자격증 유무

운 자 근속기간
안정 이고 지속 인 서비스 제공을 한  운  

인력 근속시간을 단계별로 나 어 차등 배

자원 사자 수
도서  운 에 실질  도움을  수 있는 자원

자수를 단계별로 나 어 차등 배

자원 사자교육 교육 횟수  내용에 따라 차등 배

운 원회 활동
도서  운 원회 구성 여부  활동실 에 

따른 차등 배

운

황

운 기간 기간별 차등 평가

개 일  운 일수 연간 총 운 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운 계획수립 연  운 계획 수립 여부

자료이용실 자료의 출 실 을 단계별로 차등 지원

문화 로그램실 도서 의 역할

외 출 도서  외부로 도서 출 가능 여부

따라 한 평가요소를 반 하되, 가능한 간결하고 객 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차의 공정한 운 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8> 작은도서  운  지원을 한 평가 기 (안)



도서관 Vol.65 No.1․2 (2010년 12월)  65

회원 리 도서 에 가입된 회원 리 여부

통계 리

(운 일지작성)
운 (업무)일지 작성 여부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 실 의 단계별 차등 지원

이용수칙제정 도서  이용자 수칙 제정 여부

연․월간 이용자 황 연․월간 도서  이용 황 체크 여부

도서  홍보활동 도서  홍보활동 실 의 단계별 차등 지원

도서  도서 이란 명칭 사용 여부와  설치 여부

재정

안정  재원확보 방

안 마련

자부담, 후원 , 회비 등 지속 인 재원 확보 

방안 유무

자료구입비 확보
연간 총 운 산의 일정부분을 자료구입비로 

책정하는지 여부

신간확보 비용

력
공공도서 활동 

참여실

지역의 공공도서 과의 력을 유도하기 하여 

참여 실 의 단계별 차등 지원

항목 수

3.3 사립 작은도서관의 도서관통합서비스 연계방안

자치단체의 도서 통합시스템은 주거지역 내에서 운 되고 생활문화의 거  

역할을 하게 될 작은도서 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자료 리시스템이면서, 동시에 

지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도서 의 표 자료 리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 공공도

서 과 작은도서  간 공동 리  상호 차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

다.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 구축은 웹기반의 자료 리  이용자 서비스를 가능하

게 하며 공공도서 의 표 자료 리시스템과 연계되어 분  형태로 운 이 가능

하게 하고, 소장 자료  각종 출 련 통계 작성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해서는 공공도서 과 작은도서 이 같은 자료 리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재 국립 앙도서 에서 공공도서 과 연계하여 

작은도서 이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의 통합 자료 리시스템(KOLASYS-Net)

을 보  에 있다. 



66  생활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의 연계․활성화 방안연구

<그림 1> 통합도서  시스템 모형

통합도서  시스템 구축 시 가장 요한 부분은 보안과 련된 사항이다. 사립 

작은도서 은 민간에서 운 되는 곳으로 회원의 개인정보 리에 있어 책임의 문

제가 뒤따른다. 통합도서 리 로그램을 민간에서 같이 운 할 경우에는 사립 

작은도서 과 공공도서 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리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

여 개인정보에 한 리보안을 강화하는 것에 특별한 심이 필요하다. 한 통

합도서DB에 한 리업무에 있어서도 사립 작은도서 에게 최소의 권한, 즉 DB 

업로드에만 국한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료DB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

호하는 등 리자 차등 근정책의 운용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서 운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치단체 공공도서 과 사립 작은도서

의 연계 력의 범 와 수 은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개되고 있다. 사립 

작은도서 을 지역의 공공도서 통합서비스 네트워크에 연계하는 것은 연계 력

의 가장 높은 수 으로, 실 으로 사립 작은도서 의 열악한 정보화시설을 고

려한다면, 사립 작은도서 의 통합서비스 연계는 시설  운 여건이 가능한 일

부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사립 작은도서 에 한 통합시스템 연

계는 일정한 시설  운  기 에 한 평가와 약을 거쳐서 선별 으로 확 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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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있어서 사립 작은도서 과 공공도서 의 연계 력은, 시스템통합과 같

은 물리  통합에 우선하여, 순회강좌와 장서지원, 교육지원, 순회사서 견, 홈페

이지 통합구축, 공동문화행사 개최 등 소 트웨어 인 연계 력을 통하여 주민서

비스의 실질  혜택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개하는 것이 긴요하다. 연계 력의 

내용은 크게 ‘장서운  지원’, ‘문화활동 지원’, ‘시설운  지원’ 둥 에서 지역의 사

정과 수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 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3.3.1 장서운영 지원 

공공도서 의 작은도서  장서 리 운 지원을 한 력사업으로는, 신간도서 

구입지원, 순회문고 운 , 이동도서  운 , 도서기증, 도서 리시스템 교육지

원, 상호 차  통합검색지원 등이 확인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공공도서 과 공

립 작은도서  심으로 추진 인 지역 공공도서 통합서비스체제에 사립 작은

도서 을 참여시킴으로써, 생활공간에 소재하는 사립 작은도서 을 공공서비스의 

지역거 으로 연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서비스혜택을 증진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신간구입비 지원, 상호 차  순회문고, 장서목록 통합검색지원, 통합 출서비

스로의 순으로 력의 수 을 확 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 인 연계사업의 내

용이 될 수 있다. 

3.3.2 시설운영 지원

작은도서  지원업무로서 실시되는 시설운  련 지원사항은, 순회사서  도

우미 견, 서가  산장비 구매지원, 홈페이지 구축지원, 시설리모델링 지원 

등이 보고되고 있다. 사립 작은도서 의 민 력을 증진하기 하여 도서 리시

스템 교육  리지원, 홈페이지 구축지원, 시설장비 구매지원, 시설개보수 지원 

순으로 시설운  지원을 확 하는 것이 곧 사립 작은도서 을 공공서비스 분  

기능으로 통합하는 출발 이 될 수 있다. 

3.3.3 문화활동 지원

공공도서 의 작은도서  지원을 한 문화활동 력사업으로는, 북스타트 지

도강사 견, 독서 로그램 순회 개최, 문화강사 견, 지역공동 독서행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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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립 작은도서 을 상으로 순회강사 견, 

순회문화 로그램 개최, 지역공동행사 개최, 홍보활동 지원 등으로 력의 범

를 진 으로 확 함으로써, 생활공간 속의 우호 인 민 력 거 공간을 지역

문화‧복지서비스의 확장을 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사업과 연계한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4.1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파견사업

문화체육 부는 2010년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77개 공공도서 을 

상으로 각기 인근 4개 작은도서 에 한 운 을 지도 지원할 수 있는 순회사

서를 견하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순회사서 견 상 공공도서 은 문사서인력 수요가 긴요하게 상되는 농

산어  공공도서 을 우선으로 하여, 지역 내 작은도서 들을 지원 력이 가능한 

공공도서 을 상으로 하 다. 공공도서 에 견된 사서는 해당 지역 내 작은

도서  4개  이상을 순회하며 상호 차나 필요한 지도 지원업무를 통해 지역의 

작은도서  활동을 진작시키고, 공공도서 과 작은도서 을 연계하는 지역도서

력을 진하도록 하 다.

견되는 사서는 학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사서 2  이상의 자

격증 취득자로 하고, 순환하는 작은도서 에게 장서 리  문화 로그램 등의 

운 요령을 지도하고, 공공도서 과의 연계 력을 증진하기 한 력망 구축  

정보화 사업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 다.

순회사서 견사업에 참여한 공공도서 을 역 4개 권역으로 비교해 보면, 수

도권 36.3%, 남권 24.7%, 호남권 22.1%, 충청권 16.9%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의 공공도서  비 이 가장 높았던 반면, 순회 상 작은도서   사립 작은도서

의 비 은, 충청권 57.7%, 호남권 48.7%, 남권 41.7%, 수도권 31.8%로 비교

되어, 수도권의 사립 작은도서  참여비 이 가장 낮았다. 한 역자치단체의 

구분으로서 시( ) 지역과 도(道) 지역의 사립 작은도서  참여 비  역시, 도 지

역(90개 , 46.2%)보다 시 지역(55개 , 36.4%)이 낮은 것으로 비교되었다. 따라

서 순회사서 견사업에 참여한 사립 작은도서 의 참여비 은 도시지역보다 농

산어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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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순회사서 견사업 상 작은도서  지역 황

지역
공공도서 수

(%)

작은도서  수

체

(%)

공립

(%)

사립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8

(36.3)

132

(100.0)

90

(68.2)

42

(31.8)

충청권( , 충북, 충남)
13

(16.9)

52

(100.0)

22

(42.3)

30

(57.7)

호남권( 주, 남, 북, 제주)
17

(22.1)

78

(100.0)

40

(51.3)

38

(48.7)

남권(부산, 구, 울산, 경북, 

경남)

19

(24.7)

84

(100.0)

49

(58.3)

35

(41.7)

시(특별시, 역시)
34

(44.2)

151

(100.0)

96

(63.6)

55

(36.4)

도(자치도, 도)
43

(55.8)

195

(100.0)

105

(53.8)

90

(46.2)

합계
77

(100.0)

346

(100.0)

201

(58.1)

145

(41.9)

2008년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서 집계되는 사립 작은도서 의 구성비율 

69.4%(3,324개   2,306개 )에 비교하면, 년도 순회사서 견사업에 참여하

는 사립 작은도서 의 참여비율 41.9%(346개   145개 )는 상 으로 매우 

낮은 수 이었다. 이는 순회사서 견 상 공공도서 들이 부분 리와 력

이 순조로운 공립 작은도서 을 선호하 던 때문으로 추정된다. 민 력을 진

한다는 사서 견사업의 당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질 으로 순회사서가 더욱 

긴요하게 상되는 사립 작은도서 의 비 이 낮았던 은 아쉬운 사항으로 지

된다.

공공도서 과 순회사서, 작은도서  등을 상으로 실시한 순회사서 견사업

에 한 운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서 리 운 지도나 문화 로그램 기획운

 등에서 사업효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순회사서나 

작은도서  운 자 모두에게 사 인 교육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 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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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견업무에 소요되는 실무교육의 내실 있는 교육

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작은도서  련자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회사서에 

한 사 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작은도서  운 자 상 권역별 순회교육 로그

램의 실시 등에 검토보완이 요망된다.

4.2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디지털원문서비스

작은도서  상 디지털원문서비스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생활근거지에서 가

까운 작은도서 을 디지털원문서비스의 거 시설로 활용하고, 디지털원문서비스

에서 제약조건으로 부과되는 작권보상을 국립 앙도서 이 납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이용 가능성을 획기 으로 증진하고자 하 다. 이는 국가가 

구축한 유용한 지식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생활 장까지 보 망을 확충하여 

국가지식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에서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원문 보 사업은 국립 앙도서 이 소장하고 있는 1억천만 면 39만 책

의 디지털원문 장서와 디 러리(Dibrary) 연계 총 1억2천만 면의 지식콘텐츠자원

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국내외 상업원문콘텐츠와 자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에서 제공하는 에듀넷 교육정보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인터넷 속시설

을 갖추어서 원문이용을 신청한 읍면지역 작은도서 을 상으로 디지털원문 보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2009년 10월 9일부터 11월 10까지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정보시스템운

이 국의 기 자치단체를 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황  인터넷 원문서비

스 수요조사의 결과, 2008년  국가도서 통계에서 확인되는 작은도서  3,142

개   모두 2,817개 (89%)이 회신을 수하여, 이들  모두 1,778개 이 인

터넷 속이용이 가능한 원문서비스 상도서 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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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작은도서  정보화 황  원문서비스 수요

구  분
작은도서

(2009.10조사)
이용자PC보유 인터넷가능

원문서비스 
희망

읍면소재

공  립
772

(100.0%)

651

(84.3%)

578

(74.9%)

540

(70.0%)

183

(23.7%)

사  립
2,069

(100.0%)

1,130

(54.6%)

1,200

(58.0%)

1,053

(50.9%)

701

(33.9%)

합  계
2,841

(100.0%)

1,781

(62.7%)

1,778

(62.6%)

1,593

(56.1%)

884

(31.1%)

원문서비스를 한 작은도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 2,841개   사립 작

은도서 은 2,069개 으로 72.8%를 차지하 고, 이용자PC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1,230개 (54.6%)으로 공립 작은도서 의 84.3%(651개 )에 비교하여 하게 

낮은 수 이었고, 인터넷가능여부에서도 공립 작은도서 은 74.9%(578개 )가 

인터넷이 가능하다고 한 반면, 사립 작은도서 은 58%(1,200개 )만이 인터넷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역시 매우 낮은 수 을 보 다. 이는 그 로 디지털도서  

원문서비스에 한 반응에 반 되어 공립 작은도서  70%(540개 )가 원문서비

스를 희망한 반면 사립 작은도서 은 50.9%(1,053개 )만이 원문서비스 참여를 

희망하 다. 한 사립 작은도서 은 농산어  지역인 읍면소재 분포율이 

33.9%(701개 )를 차지하여, 공립 작은도서 의 23.7%(183개 )에 비교하여 농

산어  소재 비율이 높았다.

도시지역의 작은도서 이 주로 직장인이나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계층  특

성을 갖는다면, 상 으로 농산어 지역 작은도서 은 노인들 상의 서비스에 

높은 심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역 근성이 떨어지는 낙도  벽지오

지 등의 고립지역일수록, 노령인구에 한 서비스수요를 참고하여 노인들이 쉽게 

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정보와 고문정보를 별도로 묶어서 제공하는 방식으

로 원문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법리 으로 

가능하다면 장애인을 해 구축된 큰 활자본이나 소리책 등 디지털자료를 노인들

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도 서비스개선의 한 방편

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도시지역에 있어서 어린이와 직장인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작은도서 의 

경우, 해당지역의 소재지역 특성에 따라, 디지털자원의 패키지 유형을 별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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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서비스의 주제와 연계 수 을 달리하는 것도 활용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사립 작은도서 을 통한 디지털원문서비스를 확 하여, 국민의 정보 근권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한 노력은, 1) 시설과 인력을 갖춘 검증된 사립 

작은도서 의 공간  거 을 우선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생활 착형 근 

경로를 진 으로 확 하고, 2) 지역특성별 정보수요 선행분석을 거쳐서, 어린

이  청소년 정보서비스, 노인정보서비스, 장애인정보서비스, 도시형정보서비스, 

농산어 형정보서비스 등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상되는 특성화된 주제패

키지방식으로 편집하여 디지털원문서비스 활용가능성을 높이며, 3) 디지털서비

스자원의 가치와 효용을 알리는 사 홍보와 정보교육의 기회를 폭 늘려서 사립 

작은도서 을 통한 디지털정보자원 활용기회를 제고하고, 3) 디지털원문자원별

로 개요  해제정보의 체계  구성을 통해서 디지털자원의 가독성과 이용가능성

을 증진하고, 국민 구나 정보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쉽고도 편리한 인터페이스 

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3 사립 작은도서관 관련 법적 기준의 실효화

작은도서 의 설치기 과 련한 법  기 의 실효성 논란은 정부가 작은도서

 진흥 을 통하여 작은도서  조성사업을 본격화하면서부터 이 의 ‘문고’와 

구별되는 민 력모델로서 작은도서 의 차별화를 하여 꾸 히 제기되어 왔

다. 문고의 설립기 인 10평 이상 1,000권 이상의 시설  자료기 은 이  1994

년 [도서   독서진흥법]에서 별도의 문고 련 장을 운 하면서 제시되었던 

법  기 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08년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서 집계된 국 작은도

서 의 평균 면 은 약 35평 수 이고, 공립이 42평으로 사립의 32평보다 10여 평

이 넓은 것으로 비교되었다. 좌석 수에 있어서는 공립 27석, 사립 31석으로 평균

30석의 열람석을 가지고 있었고, 소장도서는 공립 6,760권, 사립 3,365권으로 평균 

4,569권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2006년도 실시되었던 작은도서 진흥 의 실태조

사에 의하면, 국 2,872개 문고의 평균 시설면 은 20평으로 24석의 열람석과 평

균 3,287책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가지 조사결과를 두고 비교해 보면, 2008년도 작은도서  실태조사 결과는 

2006년도 보다, 면 은 20평에서 35평으로, 장서는 3,287권에서 4,569권으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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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은 24석에서 30석으로 각각 증가하 음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두 가지 통계

조사의 실시방식과 참여율이 일 성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

만, 2006년 보다 2008년 작은도서 의 운 규모가 하게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 작성된 ｢작은도서  장기발 방안연구｣에서는 작은도서 의 합리

인 운 모델로서, 열람석 30석과 인터넷PC 2  이상, 8~10명수용 모임방, 장서 

3,000권 등을 수용 가능한 최소 30평 이상의 시설면 을 제시한 바 있다. 작은도

서 은 지역사회주민들의 사랑방으로서 독서와 토론, 강좌 등을 함께하는 다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에서, 시설면 기 의 상향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

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립 작은도서 은 생활 착 거 시설로서 공공  

역할을 증진하기 한 선행조건으로서, 지역소재 공공도서 과 분 기능으로 연

계 력하기에 합한 수 으로 시설면 의 상향 조정이 시 히 요망된다.

5. 결론적 제언

5.1 민간운동의 전통에서 추론되는 정책적 함의

사립 작은도서  활동의 기본  추진동력은 시민들의 자발  헌신과 사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한 기여와 사를 내세우는 사립 작은도서 이 

공공  연계에 참여하여 자부심과 명 를 더할 수 있도록, 연계 력의 원칙은 자

발  참여와 호혜  상호이익에 두어져야 한다.

사립 작은도서 과 공공도서 의 연계 력을 확 하여, 사립 작은도서 의 공

공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은, 결국 공립 분 기능에 참여하는 연

계수 에서 결정되겠지만, 궁극 으로는 사립 작은도서 이 갖는 태생 인 활동

목 을 가능한 존 하면서, 민 력의 긴 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다

양한 력사업에서 참여기회를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2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협력대상의 수준과 범위

자치단체의 지역도서 서비스 통합 력체제 확장을 한 사립 작은도서  

상 력사업의 개요는, 제2장 통계분석에서 작은도서  력 황으로 정리되었듯

이, 352개 조사 상 공공도서 의 력업무 내역은, 장서지원(31.2%), 순회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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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독서문화행사(12.5%), 인력지원(11.4%), 산지원(9.9%), 운 교육

(5.4%), 시스템 리(5.1%), 기자재시설지원(3.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작은도서 과의 력업무의 범 는 크게 ‘장서운  지원’, ‘문화활동 지원’, ‘시설

운  지원’ 등 주요 력업무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사립 작은도서   공공도서 과 연계하여 지역통합서비스 력 상으로 민

력의 트 십을 유지하기 해서는 운 인력과 산이 확보되는 작은도서

을 우선으로 하되, 새마을작은도서 (문고), 아 트 작은도서 (문고), 종교시

설 작은도서 (문고), 법인단체 작은도서 (문고), 개인 작은도서 (문고) 순으

로 력의 범 를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5.3 공공도서관 협력과 생활밀착형 문화‧복지서비스

과거 소외지역이나 취약계층에 한 사회  서비스의 공백을 신하여 온 사립 

작은도서 의 성장 이력에서 볼 수 있듯이, 사립 작은도서 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독서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한 방과 후 공부방으로, 건 한 여가를 제

공하는 놀이방으로, 주민들의 친교와 화합을 도모하는 모임방으로, 실용 인 강

좌를 제공하는 문화방으로, 지역주민의 긴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방 등으

로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다원  역할로서 생활 착형 정보‧문화‧복지서비스의 

바람직한 역할모델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생활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립 작은도서 들을 상으로 독

서교육과 정보서비스를 한 도서 통합서비스 연계수 에서 좀 더 나아가, 순회

강좌와 공부방 로그램, 지역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에 참여시킴

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  혜택을 확산하는 생활 착형 서비스 거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4 정책사업과 연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순회사서 견사업은 공공도서 과 사립 작은도서 의 우호 인 민 력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민간 사립도서 의 비 을 높여 가는 것이 요망된다. 한 사

립 작은도서 을 상으로 하는 디지털원문서비스 보 사업은, 사 인 력

상의 범 와 수 을 일정한 조건으로 내세워 디지털서비스에 합한 곳을 우선하

여 선별 으로 확 해 가기 한 선행 인 인증 차의 정비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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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작은도서 을 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첫째 자발  참여의사를 가진 

사립 작은도서 을 우선 력 상으로 하되, 둘째 시설과 운 인력의 일정한 조

건을 검증한 평가 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며, 셋째 공공도서 을 통한 간  지

원방식으로 추진하여 지속 이고 안정 인 리체제를 확보하도록 하며, 넷째 효

율 인 사업추진을 한 홍보  교육 기회를 확 하여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

진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산의 충분한 확보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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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중국국가도서관연구원 개황1)

박  연(Piao, Yan)2)

1. 연혁

1.1 초창기(2000~2004년)

국국가도서 연구원(NLC Research Institute, 이하 연구원으로 약칭함)의 

신은 국국가도서 발 연구원(이하 발 연구원으로 약칭함)으로서 2000년 3월

에 설립되었다.

국도서  연구센터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발 연구원은 “성과를 

이루고, 인재를 양성하며, 이미지를 세우고, 발 을 진한다.”3)를 운  목 으로 

하고, “개방, 각고, 실사구시, 신”4)을 운  지침으로 삼았다. 

설립 당시, 발 연구원이 담당한 직책은 효율 인 연구를 통하여 도서  발

을 한 이론과 실질 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자체연구와 외부 

력 연구를 병행하면서, 도서  내․외에서 겸임연구원을 빙하여 장기  로

젝트와 과제를 연구하면서, 한 시기에 도서 계의 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

지를 세우는 것이었다.

설립 기에 발 연구원은 도서 발 연구소, 도서 학정보학(圖書館學情報學)

연구소, 도서 기술연구소와 고문헌연구소 등 기구로 구성되었다. 리쯔 (李

致忠)5) 선생께서 발 연구원의 제1기 원장직을 맡으셨다.

1) 본고는 국국가도서 연구원 숴촨쥔(索传軍) 원장과 비서실의 쩌우원거(邹文革) 선

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 보충한 것이다.

2) 국국가도서  사서(piaoyan@nlc.gov.cn)

3) “出成果、育人才、树形象、促发展”.

4) “ 放、刻苦、求实、创新”.

5) 리쯔 (李致忠): 북경 학교 문학부 고 문헌(古典文献) 공; 고서 정리, 본 감

정, 서사(书史)연구 문가; < 국고 서 사(中國古代書籍史)>, <역 각서고술(歷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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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발 연구원의 조직구성과 직책

기구 명칭 직 책

도서 발 연구소
거시  소 트 사이언스와 도서  미래발 에 있어서 해결이 시

한 이슈에 한 연구

도서 학정보학연구소

도서 학, 정보학의 기  이론과 실천 문제 연구  인터넷 환경에

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문헌기술 표 과 규범의 연

구, 제정

도서 기술연구소 도서 에 련된 기술에 한 연구  응용

고문헌연구소 고문헌 자원 발굴; 고문헌 정리, 연구

1.2 변천기(2004~2007년)

2001년, <국가도서 학간(國家圖書館學刊)>6)과 <문헌(文献)>7) 편집부가 발

연구원에 편입되었다.

2004년, 설립 때부터 국가도서  정보인터넷부(信息网络部)의 지도를 받고 있

던 도서 기술연구소8)는 정보인터넷부가 자동화부(自動化部)로 개칭됨에 

따라서 자동화부에 편입되었다.

같은 해에 임 직원이 없고 도서  내에서 해당부서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연

구 로젝트를 추진시키고 있던 고문헌연구소는 도서 학정보학연구소와 함께 

폐지되었고, 새롭게 검색언어 과 간행물편집부를 설립하 다. 즉, 2004년부터 도

서 발 연구원은 도서 발 연구소, 검색언어 , 간행물편집부의 세 기구로 구

성되었다. 검색언어 은 해당 연구를 하는 외에 < 국도서 분류법(中國圖書館

分類法)> 편집 원회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刻書 述)>, <고서 본감정(古書版本鑑定)>, < 지(典籍志)> 등 문 서를 출 함.

6) 1992년에 창간된 국가1  문학술지로서, 도서 학 연구를 주로 국내외 도서 계

의 동향을 살피고, 도서  이론과 실천에 한 핫이슈를 토론하고 있다.

7) 1979년에 창간된 국가1  학술지로서, 국가도서 과 기타 공공기 이나 개인이 소장

한 고서 에서 역사  가치가 큰 고 , 근  문헌을 발굴하고, 련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06년에 국가의 핵심 간행물(核心期刊)로 선정되었다.

8) 재 도서 기술연구소는 2010년에 자동화부(自動化部)로부터 개칭한 컴퓨터와 

인터넷시스템부(計算機 网络系統部)와 동등한 부서이면서 각기 다른 간 을 쓰고 

있는 2  법인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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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전기(2008~2010년)

2008년 1월, 국국가도서  개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발 연구원은 국국

가도서 연구원으로 개칭되고, 도서 학연구소(圖書館學研究所), 디지털도서

연구소, 고문헌연구소, 학원생교육사무실, <국가도서 학간>과 <문헌> 편집부

로 구성을 바꾸었다.

4월에 < 국도서 연감(中國圖書館年鑑)> 편집부를 증설하 고，12월에 국

도서 표 화기술 원회비서처(全國圖書館標準化技術委員 秘書處)를 연구원에 

설치하 다.

2009년 6월, 국가도서 포스트닥터연구센터사무실(國家圖書館博士後科研 工作

站辦公室)이 정식으로 연구원에 설치되어, 그때부터 연구원은 국도서 표 화

기술 원회비서처와 국가도서 포스트닥터연구센터사무실의 직책을 동시에 담당

하게 되었다.

2. 현황

2.1 조직/기구

2008년부터 연구원은 도서 학연구소(Library Science Research Centre), 디지

털도서 연구소(Digital Library Research Centre), 고문헌연구소(Ancient Literature 

Research Centre), 학원생교육사무실(Postgraduate Education Office), 간행물

편집부(Periodicals Editing Section) 등 도합 다섯 개의 기구로 구성되었다. 

재 숴촨쥔(索傳軍) 교수께서 연구원장직을 맡고 있고, 동시에 국도서 표

화기술 원회비서처(Secretariat of National Technical Committee on Library 

Standardization)의 비서실장과 국가도서 포스트닥터연구센터사무실(NLC Postdoctoral 

Research Centre)의 실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원래의 발 연구원이라는 명칭에서 “발 ” 두 자를 빼면서, 그 가운데 내포

된 의미도 크게 달라졌다. 발 연구원은 국가도서  내부 발 을 지향한 의미가 

부여되는 반면, 연구원은 국가도서 을 기반으로 국을 상 로 더욱 개방 이고 

더 넓게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국 도서 사업에 연구 

을 맞추어, 국가  도서 학연구센터가 되어서 도서 계의 발 을 이끌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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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임을 맡고 있는 것이다.9)

2010년 10월 재, 연구원에는 도합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  연구

원(硏究員) 직명을 지닌 직원은 4명, 부연구원(副硏究員) 직명을 가진 직원은 5

명, 박사학 를 받은 직원은 13명이다.

2.2 업무와 직책

연구원은 국가도서 의 종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도서  발  

이론과 실천에 한 연구, 고 인재 양성, 표 화 련 업무, 학술간행물의 편집, 

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구체 으로,

ㄱ. 도서 학, 디지털도서 , 고문헌 등 분야의 이론과 실천 연구.

ㄴ. 도서  내의 인재양성에 련된 리와 서비스 업무. 를 들어 국가도서

포스트닥터연구센터사무실  학교와 력하여 도서 학 공의 박사를 

양성하고, 국가도서 에 방문학자를 빙10)하고 있다. 

ㄷ. 국도서 표 화기술 원회비서처의 사무를 주 하면서, 도서  련 표

과 규범을 제정, 수정, 보 하고 있다.

ㄹ. <국가도서 학간>, <문헌>, < 국도서 연감(China Library Yearbook)>  

 < 국국가도서 연감> 등 간행물의 편집, 출 에 련된 업무.

ㅁ. 도서 학 자료실의 일상 운 .

2.3 인원상황

재 연구원에 소속된 인원은 도합 30명이다. 그  정식 직원은 21명이고, 포스

트닥터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 8명(그 가운데 1명은 연구원의 재직 원임), 고문 

1명, 간행물 편집자 1명이다.

9) 안신(安欣). “도서 계의 ‘엔지니어’” 신화서지신문(新華書目報, 제10기(2009년)).

10) 2008년 말부터 “국제방문학자 빙 로젝트”의 조직과 리를 담당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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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재직원 상황

직무  기구 인원수 학력  공 기타

연구원장 1 박사 ; 정보학

숴촨쥔(索傳軍) 교수, 

“국가신세기 우수인재 로젝트”에

서 국가 인재로 뽑힘;

국가도서  디지털자원 건설 수석 

문가임.

고문 1 고 문헌
리쯔 (李致忠) 선생, 

국가고서보호센터 문가  장.

국도서 표 화기술

연구회비서처
1

석사; 정보학 련 

공

국가도서 포스트닥터

연구센터사무실과 학원

생교육사무실

2 석사, 학사 각 1명

도서 연구소 6

박사 1명, 석사 3명, 

학사 1명, 포스트닥터 

1명; 도서 학 공 

주

디지털도서 연구소 3

박사 1명, 포스트닥터 

2명 ; 정보학, 컴퓨터

과학 련 공 

고문헌연구소 9

박사 5명, 포스트닥터 

4명 ;  고 문헌학(古

典文献学) 공

간행물편집부 7

박사 2명, 석사 3명, 

학사 1명, 빙편집자 

1명 ;  도서 학, 문헌

학 공

2.4 도서관학 자료실

도서 학연구소에서 운 하고 있는 도서 학 열람실에는 이용자 좌석이 16개 

설치되어 있고, 도서  내부직원을 상 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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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제  로젝트 명칭

1
도서 내부 

로젝트

국가도서  실 평가 지표시스템

(国家图书馆绩效评估指标体系)

2
도서 내부 

로젝트

국가도서 과 문화산업

(国家图书馆与文化产业)

3
도서 내부 

로젝트

국가도서  발 에 련된 략  이슈 연구

(国家图书馆发展的若干战略问题研究)

4
도서 내부 

로젝트

국가도서  업무구조 조정에 한 조사 연구  조정안 

(关于我馆业务格局 整的 研及其 整方案)

5
도서 내부 

로젝트

환기의 국가도서  업무 연구

(转型期国家图书馆工作研究)

6
도서 내부 

로젝트

국의 WTO가입에 따른 국국가도서 의 응 발 정책

(国家图书馆在我国入世的应对及发展政策)

<표 3> 자료실 자료 황(2010년 10월까지)

구분
소장자료 수

종 권

문 도서 5,201 8,244

외국어 도서 1,308 1,464

문 정기간행물 176 8,802

외국어 정기간행물 128 1,275

문 자료 1,463 2,089

외국어 자료 1,769 1,998

총계 10,045 23,872

3. 연구과제 및 성과

연구원은 설립 기부터 국가도서   국내 도서 계의 이슈를 둘러싸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표 4> 이미 완성된 연구과제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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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제  로젝트 명칭

7
도서 내부 

로젝트

국고서 사부분류법의 응용  분류표의 조정

(中国古籍四部分类法的应用及其类表的 整)

8
도서 내부 

로젝트

< 국고서분류법>사용설명

(<中国古籍分类法>使用说明)

9
도서 내부 로

젝트

도서  지식 리 연구동향 

(关于图书馆知识管理研究的综述)

10
도서 내부 

로젝트

국가도서 의 업무  법률 련 이슈 연구

(国家图书馆业务工作涉法问题研究)

11
도서 내부 

로젝트

세계 주요국가 출 물납본제도  상황 비교연구

(世界主要国家出版物缴 制度及状况比较研究)

12
도서 내부 

로젝트

세계 주요 국가도서  기구설치 연구

(世界主要国家图书馆机构建置研究)

13
도서 내부 

로젝트

도서 학 연구 황  발 추이 연구

(图书馆学研究现状及发展趋向研究)

14
도서 내부 

로젝트

12번째 5개년 계획 기단계 조사연구

(“十二․五”规划前期 研)”

15
도서 내부 

로젝트

국내에서 으뜸, 국제에서 손꼽히는 도서  구축 략 계획

(构建‘国内首馆、国际强馆’战略规划)

16
도서 내부 

로젝트

국도서  표 화 업무 략연구

(我国图书馆标准化工作战略研究)

17
도서 내부 

형 로젝트

국가도서  디지털 략 연구

(国家图书馆数字战略研究)

18
문화부 지원 연

구과제

세계 주요도서  비교연구

(世界主要国家图书馆比较研究)

19
국가 사회과학기

 지원 로젝트

디지털정보자원 조직 도구의 연구개발  응용

(数字信息资源组织工具的研发与应用)

3.1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연구원에서는 지 도 계속 정부, 정부기 , 도서 내부의 수요에 부응하여 여러 

가지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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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한문고적제발정리 및 연구(汉文古籍题跋整理与研究):

이 로젝트는 2010부터 2015년까지 진행될 국가도서 의  로젝트로， 

국 내륙에 소장되어 있는 한문고서의 제발(题跋)들을 부 정리할 계획이다. 

최종 연구 성과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한 부분은 제발자체이고, 다른 한 부분은 

제발에 근거해서 진행한 주제연구이다. 

3.1.2 대륙에 소장된 고서 제발정리와 연구(大陆藏古籍藏书题跋整理与研究)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실행될 이 로젝트는 국가 사회과학기 의 지원을 받

는 과제로서, 유명한 문헌학자들을 상 로 테마별 연구를 할 계획이다。

3.1.3 죽간이나 비단에 쓰인 문헌과 한대 민간신앙 연구(简帛文献与汉代民

间信仰研究)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될 이 과제는 국가 사회과학기 의 지원을 받고 있다.

3.1.4 디지털자원 노화 원리와 생명주기 측도의 이론 및 실증연구(数字资源

化机理与生命周期测度的理论与实证研究)

2008부터 2011년까지 완성될 이 로젝트는 국가 사회과학기 의 지원을 받는 

 로젝트로서, 문헌의 노화 속도, 노화 원인  디지털자원의 생명주기 등 

련된 변화법칙을 연구, 분석하여 도서 소장 디지털자원의 장기보존 수요에 부

응하고자 한다.

3.1.5 지방 지역 도서관 운영 표준 연구(乡镇社区图书馆管理标准研究)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완성될 이 연구과제는 국가품질검사총국(国家质检总

局)의 의뢰를 받아, 국의 향진(乡镇) 지방이나 지역의 도서 에 필요한 운 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따라서 련된 표 들을 연구,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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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중국 문화업계 표준화사업 현황 및 발전추세 연구(我国文化行业标准

化工作 现状与发展趋势研究)

이 로젝트는 문화부의 의뢰와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부 소속업

계의 표 화사업 상황에 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그 발 추이에 맞춘 합한 발

략을 세우고자 한다.

3.1.7 서화 고서 제발정리 및 연구(书画类古籍题跋整理与研究)

이 로젝트도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2010에 시작하여 2013년에 완성할 계획이다.

○ 공공기  소장 송나라  선본서지(公藏宋版善本书志)：

이 로젝트는 국포스트닥터기 의 특별지원을 받아  2010부터 2011년까지 

진행될 정이다.

3.1.8 국내외 도서관학 연구 및 실천 동향(国内外图书馆学研究与实践进展)

이것은 국가도서 의 사업 로젝트로서, 매년 한 권씩 출 할 정으로 국내외 

도서 계의 최신 동향을 추 하여, 국국가도서 의 업무발 에 참고로 될 정보

를 제공할 계획이다. 

4. 비  전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가도서   국 도서 계의 수요에 부응하여 도서 학, 

문헌학, 디지털도서  등 분야의 이론과 실천, 발 에 련된 연구를 기획, 추진

시키고, 도서 계의 표 과 규범을 제정  수정하고, 고  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다하려고 한다. 따라서 국도서 학 연구센터, 도서  문 인력 연수센

터, 도서  표 규범 제(수)정 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활발한 

도서  학술교류의 장이 되고자 한다.

연구원은 한 미래의 발 을 지향하여 다음과 같은 비 을 갖고 있다. 첫째, 

국가도서 의 수요에 따라 알맞은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 을 만들어 연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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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시에 고 인재를 양성한다. 연구 의 구성에 있어서는 국내외 기구와 

문가, 학자들과 력하여 연구능력이 뛰어난 을 이루어, 각 연구소의 연구방향

과 을 제시하고 국가도서 이 우세를 차지하는 연구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세계의 국가도서 과 표  분야에서의 력을 강화하여, 도서  표 , 규

범이 도서  업무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나아가 더 넓은 범  내에서 도서  자

원의 공유를 실 하도록 한다.

셋째, 세계의 국가도서 과 학술간행물 편집, 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연구 성과를 리 알리고, 학술지의 향을 넓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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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도서관 재난 예방과 대처방법

Prevention Measures and Response Procedures 

to Library Disasters

이 귀 복(Lee, Kwi-bo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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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이탈리아 세 문화와 술에 한 귀  도서  유산 보존 국립도서 인 피

체 국립도서 은 15세기, 16세기 이 의 필사본  인쇄본 자료를 많이 소장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6년 홍수 시 아르노 강 범람으로 도서  서고  고

서 이 심하게 훼손되어 귀 한 자료들이 완 히 유실되었다.

각국의 도서 들은 피 체 국립도서  홍수 피해로 귀 자료의 훼손에 따

른 많은 문화유산의 유실사례를 통해 각종 자연재난에 한 구체 인 구난 비

책  응  복구장비의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 다.

도서 과 도서자료는 일반건물과 같은 재난 피해 형태나 구난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도서  자료의 특성에 맞는 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표 인 재난 방 방법과 처방법에 한 기본 인 원칙들을 어보았다.

주제어 : 도서  재난, 재난 방 방법, 침수피해, 응 처방법

1)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 자료보존센터 학 연구 (kuib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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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of Florence (Bilbiloteca Nazionale Centrale di 

Firenze, BNC), famous for the valuable materials on medieval culture and art 

in Italy and preservation of the heritage, had held many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produced before the 15th and 16th centuries. However, they 

were completely washed away by the great flood of the Arno river in 1996.

Because of the case of BNC whose rare books were damaged and cultural 

heritage was lost by the flood, libraries around the world, once again, recognized 

the necessity to prepare for various natural disasters by devising specific plans 

and adopting emergency restoration equipment.

The disaster effects and the rescue ways of libraries and their materials are 

different from the ones of common buildings. What is needed is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library materials.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representative precautionary measures and 

fundamental principles to cope with catastrophes.

Key words : library disaster, how to prevent disasters, flood damage, 

emergency response procedures

<그림 1> 피 체 국립도서  홍수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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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매년 홍수, 화재, 괴 행 , 기타 자연재해로 인하여 귀 한 도서, 

문서 등의 자료들이 손실되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어 선진 각국의 

도서 에서는 재난에 비한 건물과 화재․홍수․테러 등에 잘 훈련된 소방 , 

경찰, 구조 원을 확보하여 재난에 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인 재난과 도서  재난을 함께 인식하고 있으

며, 도서  재난의 특수성에 한 책이 으로 부족하고 문성이 결여되

어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외국의 도서 과 

자료 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주요 자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 인 복구를 한 구난책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자연에 의한 재해는 사  방과 비에도 불구하고 기치 않은 장소와 시간

에 일어나기 마련이다. 재난을 비하여 미리 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요

하나 기치 않은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신속하고 히 처하여 더 이상의 훼

손을 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장마와 태풍과 같은 재해로 인해 해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에 항상 침수 피해에 미리 비하고 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비하여 

신속하고 한 처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2> 남 문 화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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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 방법

<그림 3>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보존서고와 자료 모습

  

2.1 재해 경보 발생 시

  ◦ 인명구조를 우선으로 하여 돕는다. 

  ◦ 안 을 확인한 후, 가장 우선도가 높은 것부터 피난시킨다.

  ◦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막기 해 합 을 막아 고정시키거나, 테

이 로 고정시킨다.

  ◦ 수도, 가스, 기의 공 원을 숙지한 스텝이 차단한다.

  ◦ 물건을 창 측으로부터 떼어놓는다. 지하실에서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

소로 이동시킨다.

    - 홍수 : 층으로 이동

    - 태풍 : 지붕 바로 은 피함

  ◦ 선반, 캐비닛 등은 튼튼한 비닐 등으로 덮어서 방수 테이 로 막는다.

  ◦ 옥외에 있는 것은 실내로 이동시키거나 고정시킨다.

  ◦ 직원 명단, 보험과 재무 데이터, 목록, 재고 리스트, 방재 계획을 반출한다.

  ◦ 작업 재개시의 지휘를 할 작업자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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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피해자료 구난 작업 에 작업조 편성

2.2 안전의 확보 방향

  ◦ 평정심을 가지고 주 를 안심시킨다.

  ◦ 느슨해지거나 잘린 선은 험하므로 로 만지지 말고 력회사에 보

고한다.

  ◦ 기장치의 피해, 불꽃, 잘리거나 풀린 선, 타는 냄새 등을 찾는다.

안 을 확인한 후 기의 주 원을 차단시킨다.

  ◦ 수도를 끊는다.

  ◦ 가스가 새는 것을 감지했다면 창문을 열고 가스를 완 히 잠근다.

가스회사에 연락한 후 신속히 건물에서 나온다.

2.3 대피소에서 할 일

  ◦ 내의 안 한 장소, 는 가까운 안 한 건물 내에 피소를 개설한다.

  ◦ 피소의 작업자를 모아 작업을 지시, 우선 으로 구출할 수 있는 것을 확

인, 작업규모에 맞는 을 편성한다.

  ◦ 사무기기(PC, 린터)와 연락도구(무선․휴 화)를 피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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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풍기, 테이블, 책장, 비닐 시트, 건조용 재료, 깨끗한 물을 확보한다.

  ◦ 재해 책 책임자에게 피해의 규모를 통지한다.

  ◦ 상기록의 담당자를 임명한다.

     (소장자료, 보존에 여하는 사람을 한정시킴)

  ◦ 재무정보, 보험의 액과 기간, 보상  등을 확인한다.

  ◦ 경계 장비 등을 수리한다.

2.4 건물과 환경을 안정화시킴

  ◦ 건물 내부의 오염도를 생각하여 방재장갑, 방재복, 헬멧, 방진 마스크 등

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험개소를 재 검한다.(선반의 지지, 기와, 자갈을 소거)

  ◦ 신속하게 온도와 상 습도를 낮춰, 곰팡이 발생을 방지한다.

     (기 은 20℃이하, 상 습도 45%이하)

  ◦ 외부기온이 높을 때에도 에어컨을 최 온도에 설정, 무 진 창을 비닐로 막음

  ◦ 외부기온이 낮아 건조할 때에는 창을 열고, 환기팬을 돌림, 곰팡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환기시켜선 안 된다.

  ◦ 작업 이라도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는다.

  ◦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하고 물에 젖은 카펫이나 비품을 없앤다.

  ◦ 체가 젖어있는 경우는 역사  건조물(건축)이외에는 조습기를 사용한다.

  ◦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다.

<그림 4> 서고 내 환경안정화 작업(물기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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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피해 기록

  ◦ 피해를 입은 장소의 조사 기록을 건물 내의 안 이 확인된 후 행한다.

안 에 비한 복장을 착용한다.

  ◦ 상기록이 끝날 때까지 소장자료를 옮기지 않는다.

  ◦ 소장자료의 상기록은 디지털, 폴라로이드, 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한다.

피해를 정확하게 기록, 보다 고화소의 카메라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

사진과 함께 노트나 녹음기로 기록한다.

  ◦ 보험업자 등에 응하기 해 기록을 담당할 책임자를 임명한다.

복구와 피 계획을 결정한다.

  ◦ 피 작업의 각각의 단계를 화상, 서면과 육성으로 기록한다.

2.6 복구와 보호

  ◦ 피해를 입지 않은 자료는 환경이 안정되어 있을 경우 그 로 둔다.

  ◦ 건물이 건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자료와 기자재들을 비닐시트로 보호한다.

  ◦ 소장자료를 이동할 시에는 피해를 받지 않은 것과 차용 인 자료를 우선

한다. 피해를 입은 자료와 입지 않은 자료를 구별, 분류한다.

  ◦ 피 이동이 시작될 때까지, 젖은 것과 건조된 것 등을 각각 그룹을 만들

어 상태를 보호한다.

  ◦ 부서진 것의 편은 회수하여 라벨을 붙여둔다.

  ◦ 곰팡이의 발생 유무는 매일 체크한다. 만약 곰팡이가 발생했으면 주의하

여 이동시킨다.(비닐 지퍼팩에 담아 이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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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료군별, 훼손 정도별 구분하여 이동시킴

<그림 6> 흰곰팡이 피해 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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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피해 조정

  ◦ 보험업자  안 리 담당자에게 통지한다. 피 작업 에 장 검증이 

필요함

  ◦ 피해를 입은 자료의 종류와 피해 규모 등은 크게 분류하여 견 을 낸다.

  ◦ 작업자의 안 과 소장자료의 안 (경비 시스템 포함)을 확인한다.

  ◦ 곰팡이의 흔 을 체크한다. 자료가 젖어있던 시간과 젖은 정도, 재의 실

내온도  상 습도에 주의한다. 

  ◦ 기록 항목을 숙지한다. 피해 기록은 보험에 요한 자료로서, 복구에도 도

움이 됨[보험회사에 한 응은 각 의 실정에 맞추어 행함]

2.8 대피의 우선순위

  ◦ 자료의 종류에 따라 그룹을 구성하고 자료의 우선순 를 정한다.

  ◦ 도서 은 청구기호, 문서 은 등록번호, 박물 은 문화재 지정번호를 참고

하여 분류한다.

  ◦ 보호활동과 피작업의 우선항목

    - 요한 조직정보 : 회계자료, 가입보험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한다.

    -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차용 인 자료

    - 을 표하는 소장자료

    - 특히 요한 자료, 사용빈도가 높은 자료, 연구가치가 있는 자료, 문분

야를 표하는 자료, 희소성이 있는 자료, 가장 고가인 자료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자료

    - 신속한 피로 효과가 나타날 재질의 자료

2.9 역사적 건축물

  ◦복구하기 에 건축보존 문가, 문화재청, 건축가에게 연락을 한다. 지정문

화재의 경우 반드시 사 에 연락하도록 한다.

    - 지하와 바닥에 고인 물을 제거, 펌 를 사용할 때에는 기술자에게 사

에 상담한다. 펌 로 퍼 올린 지하수 가 높을 경우, 토담의 붕괴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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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로 젖은 단열재와 벽을 제거한다. 무 질 우려가 있는 회벽은 합

과 T자 버 목으로 지지한다.

    - 역사 인 문화재를 가장 먼  세정 처리한다. 비연마가정용세제를 사용한다.

    - 비문화재 구역을 정리할 때에는 역사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발견된 것, 헐거워진 장식  부분, 설비, 소장품의 목록을 작성한다. 

    - 환기를 시킨다. 격히 건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3. 피해 자료의 종류별 응급처리방법

3.1 기본적인 응급처리방향

자료의 종류에 따라 응 처리 방법을 달리하여 소장품을 안 한 장소에 이동시

켜 건조시킨다.

◦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보존 문가에게 연락한다.

◦ 최우선으로 보존해야 할 자료군부터 처리한다.

◦ 일반 으로 48시간 이내에 건조가 불가능할 시에는 속 냉동시킨다.

보존 리 문가에게 상담

외 : 속, 유리 , 사진, 가구 등은 냉동시키지 않는다.

<그림 7> 속냉동처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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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서자료(책) 응급처리

  ◦ 세척이 필요한 경우에는 책을 덮은 채로 들고 세척한다.

  ◦ 부분 으로 젖었거나 습기를 머 은 경우 : 90도의 각도로 표지를 열어서 

책을 세워 놓는다.

  ◦ 완 히 젖었을 경우 : 깨끗한 작업 에 펼쳐 세워 펼친 후, 흡습지를 끼워 

넣어 말린다. 젖은 흡습지는 수시로 갈아 다.

  ◦ 책의 양이 많아 48시간 이내에 건조시킬 수 없을 경우 : 

     - 왁스지로 감싼다.

     - 튼튼한 용기에 책등 부분을 아래로 하여 넣는다.

     - 냉동시킨다.

3.3 종이자료 응급처리

  ◦ 한 장 는 여러 장 사이에 간지를 끼워 편평하게 한 다음 건조시킴

  ◦ 젖은 종이를 무리하여 펼치거나 잘라내지 않는다.

  ◦ 양이 무 많아 건조시키기 어려울 경우

     - 자료군이나 한 장 사이에 왁스지를 끼워 넣는다.

     - 튼튼한 용기에 다발상태의 종이를 세워 넣는다. (용기의 90%정도 채운다.)

     - 냉동시킨다.

  ◦ 권자본이나 경  등은 복원 문가에게 의뢰한다.

3.4 자기 미디어 자료

  ◦ 취  시에는 장갑을 끼고, 표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자기를 가진 도구나 철을 사용하지 않는다.

  ◦ 복사할 경우에는 드라이 헤드를 자주 닦아 다.

3.5 테이프 자료

  ◦ 이스에 보 되어 있으므로 체로 피해를 입지 않지만, 만약 피해를 입

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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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를 분해하여, 테이 를 꺼낸다.

     - 오염된 테이 , 손상된 릴은 미지근한 증류수로 세척한다.

     - 흡습지 에서 자연 건조시킨다.

3.6 플로피 디스크

  ◦ 디스크를 이스에서 꺼내 증류수로 세척한다.

  ◦ 탈지면을 사용하여 건조시킨다.

  ◦ 디스크를 새 이스에 넣고 복사한다.

3.7 회화 자료

  ◦ 건조된 장소에서 액자로부터 꺼낸다.

  ◦ 젖은 회화 작품은 화면을 로하여 수평으로 놓은 다음, 표면이 닿지 않도

록 주의한다. 직사일 은 피한다.

  ◦ 유리커버(액자)가 있는 종이작품 는 사진

    - 작품이 유리에 붙지 않았으면 안 하고 건조된 장소에서 액자에서 분리시킴

    - 작품이 유리에 붙었을 때에는 그 상태로 유리면을 아래로 하여 건조

    - 혹은, 화면을 로하여, 표면에 아무것도 닿지 않도록 하여 천천히 건조

시킨다.(여기서 말하는 회화 작품은 유화를 말함)

3.8 사진 자료

  ◦ 라스틱이나 종이 이스, 임에서 꺼낸다. 사진에 한 정보는 부 

보존해둔다.

  ◦ 온도가 낮은 증류수로 세척한다.( 문가에게 의뢰)

  ◦ 표면을 직  만지거나 더럽히지 않는다. 

  ◦ 자연건조 : 사진의 정보가 없는 부분을 클립으로 고정시켜 매달거나, 흡

습지 에 편평하게 놓아 건조한다.

  ◦ 손상된 자료가 많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서 선택하여 실행한다.

    - 48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증류수 용기에 담궈 보 (역사  요 자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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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시킴, 가능한 한 왁스지를 사이에 끼움

    - 유리 의 원 은 냉동시켜선 안 됨

4. 손쉬운 침수피해 대처방법

침수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신속한 처가 가장 요하다. 침수된 곳의 물을 

빨리 빼내고, 가능하면 온도와 습도를 낮게 조 하고 동시에 침수된 자료를 신속

히 분리시킨다. 침수된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연바람건조

  ￭ 제습

  ￭ 냉동건조

  ￭ 진공냉동건조 등이다.

침수된 자료는 쉽게 찢어지고 훼손되기 때문에 자료를 다룰 때 항상 유의하여

야 하며 한번 침수된 자료는 주름이 가거나 구불구불해지는 등 과 같은 상태

로는 돌아올 수 없다. 따라서 침수를 사 에 방하는 것이 요하다. 

   

여기서는 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연바람건조”에 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장소를 깨끗이 하고 온도와 습도를 낮게 낮춘다. 온도는 반드시 21℃ 습도는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온도와 습도가 높을 경우 곰팡이를 유발하여 더 

큰 훼손을 일으킨다. 

2) 선풍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계속 순환하여 다. 이는 자료가 빨리 마

르도록 도와  뿐 아니라 곰팡이의 생성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에서 

자료를 건조시킬 때에는 반드시 직사 선을 피해 그늘진 곳에서 한다. 

3) 키친타올과 같이 물을 잘 흡수하는 종이를 바닥에 깔고 책 간 간에도 

끼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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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을 부채 모양으로 펼쳐주어 세워둔다. 책 사이에 끼워둔 종이는 주기 으

로 교체해 주며 자료의 , 아래를 교체하여 한쪽 면으로 오래 세워두지 않

는다. 커버가 많이 젖은 경우는 바닥에 충분한 종이(인쇄되지 않은 백지)를 

깔아주어 물을 흡수하도록 한다. 

 

5) 자료 체가 침수되었거나, 코 용지로 된 자료는 자료 한 장 한 장마다 종

이를 끼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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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의 사진과 같이 코 용지로 되어있는 자료는 시간이 조 만 지체되어도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않으므로 신속히 낱장에 모두 종이를 끼워주어 자료가 

서로 붙지 않도록 한다. 

  

7) 자료주변에 간 으로 선풍기를 틀어주어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하고 자료

가 빨리 건조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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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료의 물기가 어느 정도 건조되면 제본된 부분 등의 완 한 건조를 해서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물기를 말려 다. 

9) 자료가 건조된 후 커버나 속지가 휘어지는 것을 방하기 하여 자료의 앞

뒤에 단단한 송 을 어주고 무거운 것으로 러 다. 

만약, 자료에 곰팡이, 세균 등 미생물이 발생 시 자료를 양지에서 부드러운 솔

로 미생물의 흔 을 털어주고, 자료를 펼쳐서 햇빛을 어 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고 습하지 않은 장소에 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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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도서  자료의 손상 원인 에서 가장 큰 피해요인은 어떠한 보존환경도 아닌 

리자의 부주의한 취 이라고 했다. 리자의 부주의한 취 보다 재난은 순간

으로 막 한 피해를 주는 도서  자료의 훼손 원인이다. 어쩔 수 없는 재난이라면 

신속한 구난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신속한 구난을 해서는 한 재난에 직면해서 히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안

하게 기본 임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앞서 말한 재난 방과 신속한 응방법, 

피해 자료들의 종류별 응 처리방법, 손쉬운 침수피해 처방법 등은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가하다. 무엇보다 피해상황에 한 처방법을 반복해서 연습해야하다.

재난은 고하지 않으므로 도서  체 직원들이 재난 방과 응방법에 한 

기본 임무를 숙달하여 귀 한 문화유산을 재난으로부터 안 하게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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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논 문

장서 기증을 위한 지침서

Gifts for the Collections: Guidelines for Libraries1)

케이 앤 카셀(Kay Ann Cassell)․샤론 존스(Sharon Johnson) 

쥬디스 맨필드(Judith Manfield)․샤 리 장(Sha Li Zhang) 著2) 

배정현(Bae, Junghyun) 譯3)

1. 서 론

기증은 도서 의 장서구축활동의 요 요소를 표한다. 이 지침서는 도서  

장서의 기증과 기부에 해서만 을 맞추고 있으며 장서를 능동  혹은 수동

으로 입수하는 것에는 상 하지 않는다. 도서 은 기증 정책에 따라서 기증 제

의를 처리하고 평가하는 명확한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지침서는 도

서  직원과 기증자 모두에게 명확함을 제공하고, 험과 잠재  책임에 노출되

는 것을 일 것이며, 도서  장서에 포함된 자료들과 련된 앞으로의 기회를 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1 목 적

이 지침서의 목 은 자료 기증과 기부를 요청해서 입수할 때  세계의 도서

1) 출처(Source): International Fer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112(http://archive.ifla.org/VII/s14/nd1/Profrep112.pdf)

2) 국제도서 연맹 장서수집개발상임 원회 원(Standing committee members for the 

IFLA Acquisition & Collection Development Section)

3) 국립 앙도서  도서 연구소 연구원(jhbae7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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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한 우수실무사례를 상세히 기록하기 해서이다. 기부를 요청하고 받아들

일 때 일어나는 부분의 문제를 알리기 해 노력하 지만, 이 지침서에 모든 문

제를 거론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지역 문화를 고려해야만 하는 도서 들이 내리

는 결정에 해서도 논의하지 않는다. 

이 지침서는 서면으로 된 기증  기부 지침서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한 답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기증  기부가 구매 비용은 들지 않지만, 도서 이 자료를 입수

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지침서가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이다. 

1.2 역사

국제도서 연맹 장서수집개발상임 원회는 1975년 이스탄불 회의 후에 수집교

환분과에서 이름이 변경되면서 1976년에 설립되었다. 2003년 베를린 세계도서

정보 회  상임 원회에서 도서 이 기증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해 지

침서를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그 다음에도 논의는 계속 되었고 2007년 더

반 세계도서 정보 회에서 이 지침서를 마련하기 해 실무그룹이 설립되었다. 

1.3 범위

이 지침서의 목 은 (공공도서 , 학도서  등의) 서비스 방향과 기증되는 

자료의 물리  형태와는 계없이  세계의 도서 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침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기증을 요청하고 자료를 받는 

과정의 핵심 단계에 을 맞추고 있다. 1장과 2장은 각각 직원과 일반 들을 

한 기본 인 지침을 제공한다. 3장은 요청하지 않은 기증 처리를 논의하고 4장

은 요청한 기증 처리에 해서 설명한다. 5장은 기증 자료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

와 기증자가 요구할 수 있는 특수 조건에 해서 논의한다. 6장은 기증 자료를 받

는 것과 련한 자원 문제를 설명한다. 마지막 7장은 공식   비공식  수단으

로 기증에 해 감사하는 방식에 해 설명하고 있다. 

1.5 저자

이 지침서의 자는 이 앤 카셀(Kay Ann Cassell), 샤론 존스(Sharon Johnson), 

쥬디스 맨필드(Judith Manfield), 샤 리 장(Sha Li Zha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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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증 정책서(내부 직원용)

2.1 받을 자료와 받지 않을 자료

도서 은 장서개발정책에 근거해서 어떤 기증 자료를 받고 어떤 자료는 받지 

않을 것인지에 해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도서 은 장서 추가를 해 자료를 

구매할 때 용한 동일한 선정 기 을 충족하는 기증 자료를 받는다고 선언하고 

싶어 한다. 어떤 자료를 받을 것인지 보다는 어떤 자료를 받지 않을 것인지를 말

하는 것이 좀 더 쉽다. 를 들면 물리  상태가 나쁜 자료, 시 에 뒤떨어진 정보

를 담은 자료, 인 정기간행물의 지나간 호 등은 기증받지 않을 것이다. 

한 박물 에 더욱 합한 소장품이나 자료와 같은 문제도 있다. 를 들면 그

림, 조각( 는 기타 입체 술품), 가구 는 가정비품, 의상, 메달, 동 , 우표, 배

지, 기장, 훈장, 개인소지품, 는 도서  장서의 범 에서 벗어나는 기타 물건 

는 자료들이다. 보통 도서 은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다. 부분의 도서 들은 특별한 개인이나 기 이 유산이나 기증으로 이런 물건

들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외 으로 도서 이 비(非) 도서 인 특징을 가진 물건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에 도서 을 보호하기 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도서

의 리 계획을 제시하는 서면으로 된 증명서를 비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안

은 도서 장이나 다른 책임자가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도서 은 요청하진 않았지만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은 기증 자료를 받길 원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기증 자료가 실제로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다. 많은 기증 자

료들이 이미 도서 이 소장한 자료와 복되며 시 에 뒤떨어지거나 장서 범 를 

벗어난다. 장서에 추가되지 못한 기증 자료는 다른 도서 에 기부되거나 도서  

책 매 행사에서 매될 수 있다. 요청하지 않은 기증으로 받았거나, 도서  장

서로 입수한 자료의 딸림 자료인 비(非) 도서  자료는 한 보존서고로 옮겨

지거나, 자료로 다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  자료에 용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2.2 기증 후 소유권

도서 은 일단 기증된 자료는 도서 의 자산이며 이 자료들을 하게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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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자 한다.

2.3 권한

도서 은 기증 자료를 수집하는 다양한 국면에서 도서 을 표하는 권한을 가

진 담당자 리스트를 확정해야 한다. 리스트의 는 다음을 포함한다. 

2.3.1 기증 자료를 요청할 권한

도서 은 가 장서를 해 기증 자료를 하게 요청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일반 으로 이는 도서 장, 장서개발책임자, 주제 서지 문가가 맡는다. 

2.3.2 기증 자료를 받는 권한

기증 자료를 받아들이는 권한은 도서 장이 가져야 하며, 이는 문 직원의 권

고에 근거한다. 

2.3.3 기증에 감사하는 권한

기증에 한 감사는 기증의 규모와 가치에 달려있다. 작은 규모의 기증에 해

서는 도서 장이나 지명된 사람이 공식 서신으로 감사를 표할 수 있다. 큰 규모의 

기증에 해서는 도서 장 혹은 기 ( , 학) 임원, 기  계에 따라 이사회 

회장이 감사를 해야 한다. 

2.3.4 기증협약서에 서명하는 권한

기증 약서에 서명하는 권한은 도서 장, 기 ( , 학) 책임자, 이사회 이사

가 가져야 한다. 도서 은 표  기증 약서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기증자가 다른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서명하기 에 도서 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약서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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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금전적으로 감정 및 평가하는 권한

으로 평가하는 권한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를 들면, 미국 도서 은 세

 목 으로 인 감정  평가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국세청이 도서

을 이해 당사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국법에 따르면 5,000달러가 넘는 모든 

기증품은 세  공제를 청구하기 해 “ 격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야만 한

다. 그러나 도서 은 기증자에게 감정평가사 리스트를 추천할 수 있다. 

2.3.6 세금 신고서에 서명하는 권한

세  신고서는 감정평가사가 서명해야만 한다. 도서 은 단순히 기증을 받았다

는 감사 인사만 하면 된다. 

2.4 기록 보존 

도서 은 기부와 련하여 모든 기록을 구 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록은 서신 교환, 이메일, 기탁 양식, 공식 인 기증 약서를 포함한다. 

단,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3. 요청하지 않은 기증 : 일반대중을 위한 지침

일반 들이 기증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도서  정책이라면, 일반 들

이 도서 에 어떻게 기증을 하는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이 지침서는 

도서  웹사이트나 도서  장서를 설명하는 인쇄 팸 릿에 실을 수 있다. 

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이름] 도서 은 기 의 로그램을 지원하기 해 기증을 환 하며 장려

합니다. 도서 은 사실상 계속 성장하기 해 기증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서 들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들과 특수 장서는 이런 방

식으로 유래되었습니다. 기증할 때는 기증 자료 리스트를 제출하기를 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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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도서 은 지역사회의 재 심과 요구를 반 하고 자료의 정보, 

과 형식에 균형을 제공하기 해 재 장서, 로그램과 목 , 주제 범주, 

깊이와 철학 등을 보완하는 자료를 받아들입니다.

◦ [국립] 도서 은 기증에 한 문의를 환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 기증하려는 분은 자료를 바로 보내서는 안 되며 신 

제공하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증 제의서를 보내야 합니다. [국내]에

서 출 된 책을 기증하려는 분은 [국립] 도서 이 법정 납본을 통해서 많은 

[국내] 도서를 입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국립] 도서 에 자

료를 기증하고자 한다면, [연락정보]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4. 요청하지 않은 기증 자료의 처리

도서 은 요청하지 않은 기증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한 정책 는 

우에 해서 공개 으로 선언해야 한다(2장 참조). 를 들면, 미국 의회도서

은 “기증하려는 분은 자료를 바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신 기증하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증 제의서를 보내야 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 밖에 도서

은 우선 이고 공식 인 경로를 통하지 않은 요청하지 않은 기증 제의를 처리

하는 과정을 만들어야만 한다.

4.1 요청하지 않은 기증자료 : 기증자 정보가 없는 경우 

도서 은 기증자 정보가 없으면서 요청하지 않은 자료의 기탁은 막아야만 한

다. 그러한 자료가 기탁되면 도서 은 그러한 모든 기탁이 처리되는 조건을 명확

하게 공표해야 한다. 이는 다음에 한 설명을 포함해야 된다. 

◦ 일단 기탁되면 모두 무료이면서 이용에 장애가 없는 자료로 자산에 포함 

◦ 분실이나 손실을 책임지지 않음 

◦ 기증 자료를 받을 때 신 하게 결정할 권리. 특히 자료가 기존 장서와 복

되고, 도서  장서개발정책에서 벗어나며, 상태가 좋지 않거나 도서 의 윤

리  수집 정책을 합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 원하지 않는 기증 자료의 처리 방법. 를 들면 도서  책 매 행사에서 

매하거나 해당 역을 수집하는 다른 도서 에 기증하며, 지역  국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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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료 기증

◦ 장서에 포함시킨 자료에 련한 보존 정책. 를 들면 자료를 장서에 포함시켜

도 그 자료들을 미래에 처분할 수 있고 원히 보존하도록 보장할 수는 없음

◦ 목록 정책

◦ 근 정책

4.2 요청하지 않은 기증자료 : 기증자 정보가 있는 경우

기증자의 상세정보와 함께 요청하지 않은 기증 자료를 기증하는 경우, 그러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을 문서화 하는 것이 우수실무사례이다. 도서 은 기증자 

정보가 있어도 요청하지 않은 기증 자료를 기증자가 보내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도서 은 그런 기증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간단하게 공표하기를 

원할 수 있다(3.1을 참조하라). 

신에 도서 은 자료를 받을지 아직 결정을 하진 않았지만 자료를  것에 

해 감사하는 과정을 문서화 할 수 있다. 이는 자료가 특히 가치 있다고 단될 때 

그러하다. 그러한 과정은 도서 이 험에 노출되는 것을 이고자 하는 것이며, 

도서 이 자료를 받을지 결정할 때까지 기증자에게 기증 조건을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기탁 증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도서 과 기증자 모두가 기탁 증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탁 증서는 도서

 기증이 어떻게 되는지에 해 상세한 조건과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는 다

음과 같은 설명이 들어갈 수 있다. 

◦ 분실이나 손실을 책임지지 않음. 도서 이 리하는 에도 일어날 수 있음

◦ 민간 재산의 처분을 돕기 해 도서 이 인 감정과 평가를 하는 권한

이 없는 것에 해 명확히 함

◦ 기탁을 해 고려할 수 있는 자산을 제한하는 장서 정책

◦ 기증 제의를 받은 자료를 수집해야만 한다면 자료를 받는 과정

◦ 기증받지 않는 자료를 처리하거나 반환하는 과정. 특정 기간 동안 기증되지 

않고 남은 자료들을 소유주가 수집해갈 책임을 포함

이런 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기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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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의 이름, 주소, 연락정보

◦ (소유주와 다르다면) 기증자의 이름, 주소, 연락정보

◦ 기탁된 자산의 상세사항 

◦ 기탁된 자산의 상세한 조건

◦ 기증자가 다음과 같다고 확인하는 서명이 든 진술서 

◦ 기증자는 기탁된 자산의 소유주이거나 자료의 기탁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 기증자는 기탁에 한 도서 의 조건을 수락하는 권한이 있다. 

◦ 기증자는 기탁 시 에서 자료 황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고 동의한다. 

일단 기증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기탁의 조건에 동의하면, 도서

에서 권한 있는 사람이 기탁 증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양쪽 모두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자료가 도서  장서개발정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도서 이 기증 

받는 것에 심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최종 결정 과정을 돕기 해 추가 인 정

보를 수집해야만 한다. 이에 한 상세 사항은 5장에 설명되어 있다. 

일단 도서 이 기증을 받을지 혹은 받지 않든지 간에 결정을 하면, 이는 임시 

기탁 증서에 기록되어야 하며, 기증자에게 그 결정을 달해야 한다. 

4.3 요청하지 않은 기증자료 : 기증 제의는 했지만 아직 기증하지 

않은 경우

도서 은 기증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증 자료를 보내는 신 기증할 자료를 확

인할 수 있는 기증 제의서를 보내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은 도서 이 

장서에 추가하고 싶은 자료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 그런 정책은 다음

과 같다. 

◦ 특히 규모로 기증을 받는 도서 에서는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풀고 처리

하는 행정 인 부담과 비용,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자료의 처리를 이도

록 도와 다.

◦ 도서  장서의 잠재 인 오염 험을 여 다( , 해충  곰팡이).

◦ 기증을 받고 자료가 자산에 포함되는 과정이 완료되면 도서 에 이 될 자

료의 손실이나 분실 책임에 한 문제를 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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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 제의를 처리하기 한 단일한 연락처를 보장하고, 그런 기증은 합한 

큐 이터 직원이 확립한 기 으로 처리되고 평가된다.

5. 요청하는 기증을 위한 협상

기증을 간청할 때는 오직 한 명의 책임자가 도서 을 신해서 공식   비공

식 으로 상에 나서야 한다. 1.3장을 참고하라

5.1 비공식적 협상

다음 지침은 비공식 으로 상할 때 따를 수 있다.

◦ 도서  책임자는 특별한 자료의 기증에 해 도서 의 심을 나타낼 수 있

으며, 특별한 기증을 한 가능한 조건에 해 기증할 사람과 검토할 수 있다. 

상을 할 때 즉각 인 행동이 필요하면 권한 있는 책임자는 바라는 자료를 

받기 해 합리 인 단계를 취하려는 도서 의 의도에 한 이해를 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최종 으로 기증을 받는 권한은 도서 장이나 지명된 사람에게 있

으며, 사  논의가 기증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도서 장이나 지명인이 이미 장서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자료의 기

증에 해 상할 때는 책임자는 그런 특정한 자료의 기증에 해 논의할 

수 있다. 

5.2 공식적 협상 

다음 지침은 공식 으로 상할 때 따를 수 있다.

◦ 만약 5.1장에서 언 된 상이 자료의 공식 인 기증으로 이어진다면, 책임

자는 도서 장 는 지명된 사람과 곧바로 논의해야 한다. 

◦ ‘기증을 받는 조건’을 결정짓거나 기타 법  문제에 한 상은 도서 장이

나 지명된 사람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허용 에 도서 은 

법 인 자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기증자가 기증 자료에 한 인 감정/평가를 요청한다면 1.3장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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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서에 포함하기 위한 기증 자료의 평가 

도서  장서에 (요청하 든 혹은 요청하지 않은 기증이든 간에) 기증 자료를 

추가하는 것은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도서 은 자료를 받아들일 때 기증자가 추가

하려는 조건에 따른 자료의 생애주기비용을 신 하게 고려해야만 한다(6장 참

조). 를 들면 근 제한, 자료의 복제에 련한 조건, 자료의 이용 방식에 한 

제한 등이다. 완 하게 문서화된 기증 정책이 있다면 기증 제의를 평가할 때 도움

이 될 것이다. 

다음 장은 기증 자료를 받을지 혹은 받지 않을지에 해 결정할 때 수집해야만 

하는 정보 유형을 설명한다. 어떤 기증 자료를 받지 않는 결정은 도서 의 기증 

정책에 따라 분야, 형식, 주제, 지  수 , 물리  상태, 기존 장서와의 복 등을 

근거로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다. 

6.1 소유권

기증 자료에 해 가 물리  자료와 지 재산권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지 분

명히 하는 것은 요하다. 그리고 기증하려는 사람이 법  소유주인지 혹은 창작

했거나 권리를 소유한 군가를 표하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요하다. 만약 후

자라면 도서 은 개인들이 자료를 기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문서로 증명하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를 따르기 해서 도서 은 기증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을 

요청해야만 한다. 

◦ 소유주의 완 한 법  이름, 주소, 연락 정보

◦ 기증자의 완 한 법  이름, 주소, 연락 정보, 기증 자료의 소유주  창작자

와 기증자의 자세한 계(서로 다른 경우)

◦ 자료의 법  소유주이거나 법  소유주에게 정식으로 권한을 받았으며 자

료를 기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 

6.2 민감한 자료

기증 장서는 때로 개인 정보, 법 인 정보 는 정부 통제 데이터 등과 같은 민

감한 자료들을 포함할 것이다. 만약 기증자가 기증 자료 는 그 일부에 근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도서 은 넘겨받기 에 기증자에게 제한된 자료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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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단기간에만 근을 제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6.3 출처 

특정 유형의 자료, 특히 문화 인 자산의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에 한 정보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 도서 은 다음과 같은 자료의 기증 제의에 해서는 실사

를 해야 하며 가장 윤리 으로 실무를 처리해야 한다. 

◦ 유일 자료, 를 들면 필사본, 데생, 그림, 기타 술 작물

◦ 인쇄물

◦ 특별한 가치 이상의 자료

◦ 1900년 이 에 인쇄된 자료

◦ 모든 고고학 자료

외국에서 온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의 합법 인 반출에 한 문서 증거가 있어

야 한다. 만약 이 문제에 해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면 국제박물 의회 웹사이

트에 있는 박물 윤리규칙 2006의 2.2항, 2.3항, 2.4항을 참조하라1)  

6.4 기증 이유

기증자가 도서 에 자료를 제공하려는 동기를 밝히고 기증자가 자료를 다른 곳

에도 제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한 의사결정과 자료 이 에 

용될 수 있는 시간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요하다. 

만약 기증자가 상속세 는 비 자선기부 신에 자료를 기증하는 것에 

심이 있다면, 그러한 제의에 해 취해야할 행동과 한 조언, 회계처리, 

인 감정  평가에 한 도서 의 입장, 작용될 수 있는 련 법규에 한 지침

이 요하다. 

6.5 제시된 자료의 적절성

제시된 자료가 도서  장서에 한지 단하고, 받아들인 자원의 잠재 인 

의미를 평가하기 해서는 자료에 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1)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 http://icom.museum/ethics.html#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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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의 기증 정책과 조해서 검토되어야 한다(1장을 참조하라). 도서 이 수

집하면 유리한 정보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장서 규모 - 제시된 자료의 수와 서가 길이에 한 정보를 포함한다. 개별 

자료에 한 이러한 정보는 특정한 상세 크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정

보는 도서 이 기존 소장 자료와 조해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면, 받을 

자료의 장과 생애 주기의 평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필요한 잠재 인 

자원을 평가할 때도 도움이 된다. 장서에서 원하는 자료와 조해서 원하지 

않는 자료의 비율을 평가할 때에도 역시 요하다. 

◦ 서지 데이터 - 제시된 자료에 한 서지 정보를 포함한다. 를 들면 서명, 

자, ISBN, ISSN, 발행년,  등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기존 장서와 제

의된 자료를 비교할 수 있으며 복 분야에 해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많

은 자료를 제의한다면, 도서 은 자료 리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자동화된 수단으로 자체 소장 자료와 비해서 맞춰볼 수 있다). 

◦ 자료 유형 - 제시된 자료에 한 상세한 유형을 포함한다. 를 들면 필사

본, 인쇄물, 데생, 그림, 지도, 기인쇄물, 단행본,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보고

서, 신문, 소리자료, 시청각자료, 목록 등이다. 이러한 정보는 장서개발정책의 

범 를 벗어난 자료 제의를 빨리 거 할 수 있게 해 다. 자료 유형은 자료의 

잠재 인 유일성과 요성을 한 요한 지표가 된다. 그리고 윤리  수집 정

책과 도서  실태 조사를 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유용할 것이다. 

◦ 자료 형식 - 제시된 자료에 한 상세한 형식 사항을 포함한다. 를 들면 

인쇄물, 마이크로피시, 필름, 디지털 이미지, 소리 일, CD 등이다. 도서

이 특정한 형식으로 된 자료의 수집을 신 하게 제외하거나 그러한 형식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기증 제의를 

빨리 거 할 수 있다. 

◦ 지  수  - 제시된 자료에 한 상세한 지  수 을 포함한다. 를 들면, 

연구 수 의 , 학 교과서, 청소년 문학, 학습자료, 실습서 등이다. 지

 수 에 근거해서 신 하게 자료 수집을 제외하는 도서 은 이러한 정보

를 통해  기증 제의를 빨리 거 할 수 있다. 

◦ 데이터 범  - 출 일 데이터나 제시된 자료의 데이터 수명에 한 상세 정

보를 포함한다. 이 정보는 더 오래되고, 더 유일하며 더 가치 있는 자료를 

식별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규모 장서에서 특히 서명 리스트가 없을 

때 도움이 될 것이며 기존 소장 자료와 복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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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도서 이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출 된 심리학  100종을 제시받

았는데, 이미 언 된 연도의 주제 범주의 우수한 들이 있다면, 기증을 

더 받을 지에 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주제 범주 - 제시된 자료에서 다루는 주제의 상세사항을 포함한다. 이 정보

는 도서 이 특정 주제 분야에서 수집을 신 하게 배제할 때 기증 제의를 

빨리 거 할 수 있도록 해 다. 주제 정보는 자료 수 의 상세한 리스트를 

이용할 없을 때 특히 유용하다. 

◦ 물리  상태 - 제시된 자료의 상세한 물리  상태를 포함한다. 기증자가 자

료의 물리  상태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에 미숙할 수 있으므로 

도서 은 기증자가 완성한 체크리스트를 받거나 자료의 실제 사진을 요청

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제본은 원래 제본인가? (2) 제본은 완 한가? (3) 

낙장이 있는가? (4) 찢어진 페이지가 있는가? (5) 자료가 더렵 지고 노랗

게 되거나 부스러지는가? (6) 물에 손상되었는가? (7) 연필 자국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훼손되었는가? (8) 시청각 자료라면 원래 용기에 있는가? 

(9) 자료에 해충이나 곰팡이가 있는가? 

도서 은 의 질문에 한 기증자의 답변을 근거로 아주 우수함, 우수함, 

나쁨, 이용할 수 없음과 같이 자료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도서 이 보통 우수하거나 아주 우수한 상태의 자료만 받는다면 이러한 정

보는 기증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할 때 유용할 것이다. 어떤 경우 도서

은 상태는 나쁘지만 유일하거나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

지만, 자료의 상태 정보를 통해 다른 장서가 험에 처하지 않도록 기증 자

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료를 수선하고 복원하

는 비용을 완 히 알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다. 상당히 많은 기증 자

료(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개별 기증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들이는 

최종결정을 내리기 에 자료를 보러 장을 방문하는 것이 타당하다. 

6.6 특수 조건

일반 으로 도서 은 조건부 기증을 거 하는 것을 선호하며, 그러한 경우 정

책 선언에 이를 많이 명시한다. 1장을 참고하라. 잠재 으로 가치 있는 기증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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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기 해서 도서 은 정책의 일부로 1) 이 규정에서 외가 되는 분야를 

명시하고, 2) 제한 사항 혹은 특수한 조건이 있는 기증 제의를 개별 으로 검토하

고 받아들이도록 명시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기증 제의에 추가된 제한 사항이

나 특수 조건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요하며 그를 통해 조건을 한 비용과 

서비스를 자료의 가치( 인 가치와 장서를 한 가치 모두)와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다음은 기증자가 요구할 수 있는 특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상세하게 보여 다. 

◦ 장서표 - 기증자는 기증 자료에 자신을 알리는 장서표가 붙어야 한다고 요

구할 수 있다. 장서표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은 노동집약 인 업무일 수 있

다. 특히 규모로 기증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도서 은 원래 기증자를 알

리는 장서표를 추가하는 것에 해 한 정책을 가져야 한다. 기증된 자

료에 장서표를 붙이라는 요청은 주의해야 하며 기증된 자료의 가치에 따라 

고려해야만 한다.

◦ 목록 작성 - 기증자는 기증 자료의 목록 코드에 자료의 출처가 자신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것이 기증 자료에 한 정상

인 목록 정책이 아니라면, 그런 요청을 실제 용하는 문제와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기증받은 자료의 목록 코드에 그러한 주기를 항상 추가한다는 것이 

도서  정책일도 수 있다. 만약 그 다면 기증자에게 이러한 정책을 분명하

게 달해야 한다. 일부 경우, 기증자가 일생 동안 익명으로 남기를 원한다

면 목록 코드 상의 그런 정보는 감추어야 한다. 

기증자는 특정 기간에만 기증 자료에 근할 수 있고 목록을 작성할 수 있

다고 요구할 수 있다. 자료를 정리하고 목록할 때, 특히 규모 장서일 경우

에는 자원이 특히 많이 필요하며, 우선 으로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다른 

자료들과 도서  내의 업무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만약 기증자 는 

기타 자  지원기 에서 기증 자료의 수집정리와 목록작성을 한 자 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합의한 시간 안에 자료를 정리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책

임은 피해야만 한다. 도서 이 기증 자료의 목록 작성 방안에 한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도움이 될 것이다. 

◦ 소장 - 많은 경우 도서  정책은 기존 장서에 통합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들이는 것만 다루고 있을 것이다. 기증자가 특히 규모 장서를 기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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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된 자료를 모두 함께 보 하거나 특정한 장서  치에 보 하라고 요

구할 수 있다. 도서 은 기증된 자료의 가치에 비해서 그런 요청이 소장 

계획에 미치는 향력, 실용성, 실행가능성,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자료에 한 근과 이용 - 많은 경우 도서  정책은 어떤 단이나 목 이

든지 간에 자료를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기증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이용을 포함하는데, 를 들면 장 

 원격 서비스, 마 , 시 등이다. 한 가능하다면 도서  정책을 통해 

자료에 한 양도할 수 있는 모든 지  재산권과 아날로그 권리를 기증자에

게서 얻을 수 있다. 

기증자는 자료에 한 특정한 근 제한이 하게 있다면 기증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증자가 그런 제한을 요청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다. 제한은 일시 일 수 있고( , 자 생애 동안의 

근 제한), 구 일 수도 있다( , 오직 내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음). 

그런 제한을 요청한다면 도서 은 이런 이 장서 가치와 기증 자료에서 나

오는 이 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 

기증자는 기증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에 한 지  재산권

은 유지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자료를 수집 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지 재산권 보유자와 함께 자료의 이용 허가 요청을 어떻게 리할 

것인가에 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기증자는 지 재산권을 

유지하면서 신 도서 에 특정한 방식 혹은 특정한 시간에 자료를 이용하

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 

◦ 처분 - 많은 경우 도서  정책은 나 에 자료가 복되거나 원하지 않는다

고 단되면 그 처분에 한 권리를 가진다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기증 받

을 것이다. 일부 경우 기증자는 자료를 계속 보유해야 한다거나, 나 에 도

서 이 더 이상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하면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검토할 필

요가 있다. 

◦ 기증 자료 제공 - 도서 이 기증 자료의 제공, 포장  배송 비용 책임에 

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기증자가 자료의 

포장  배송 책임을 도서 에 요구하면 이러한 비용은 기증된 자료의 가치

와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 홍보 - 기증자는 자신의 기증을 알리기 해 언론 홍보, 콘서트, 시,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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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등과 같은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7. 필요한 자원 검토

도서 은 기증 받기로 의하는 과정에서 기증 자료를 수집, 정리, 조직, 보존, 

보 하기 해 이용할 자원(인력과 자  모두)을 평가해야만 한다. 검토해야 하

는 비용문제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7.1 수집

7.1.1 기증 자료의 이전을 위한 준비

만약 공식 인 기증 약서가 필요하거나 기증자가 기증에 해 특수한 조건을 

원한다면, 법  자문뿐만 아니라 문서를 비하는 것과 련된 비용이 들 것이다. 

 

7.1.2 포장 및 배송

도서 은 우수한 상태로 기증 자료를 배송하기 해서 포장  배송 비용을 지

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7.1.3 기증 자료의 완성

기증된 장서가 세트나 시리즈물로 완결이 되지 않았다면, 완 한 장서를 이용

자에게 제공하기 해 없는 부분을 구입할 추가 자 이 필요할 수 있다. 

7.2 정리 

7.2.1 초기에 필요한 자원의 고려 

매우 많은 기증 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새 직원을 고용하고 상당한 양의 비물

(바코드 라벨, 책등 라벨), 비품(직원 컴퓨터 등)이 더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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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직원 시간

기증된 자료는 조심스럽게 풀어야 하며, 기증자료 리스트와 조해서 배송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도서  장서와 자료가 복되는지도 확인

해야 한다. 문가들은 그 자료들을 특정한 장서에 통합하거나 도서  이용자의 

장서 요구에 근거해서 폐기한다와 같은 처분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7.1.3 자료에 대한 확실한 인증

보유한 자료는 이용되기 에 인을 고 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7.3 접근을 위한 조직화

기증받은 자료에 근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은 도서  이용자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완 한 목록 코드나 검색 도구를 통해서 근할 수 있다. 

7.4 보존 

자료가 우수한 물리  조건에서 보존되도록 장서를 리해야만 한다. 기증된 

자료의 수명을 늘리기 해 손상된 자료는 내에서 혹은 상업 으로 수선해야만 

한다. 그리고 필사본 구보존용 상자, 온도  습도 조 과 같은 요구를 고려해

야 한다. 

7.5 소장/보존 공간

기증 자료를 받기 에 소장/배가/ 장 공간을 고려하고 확인해야 한다. 다양

한 형식의 자료들을 해서는 소장과 보존 공간에 한 요구도 달라진다. 를 들

면 지도는 특수한 지도 진열장에 일반 으로 소장되고, 필사본은 특수 구보존

용 박스에 보존된다. 

만약 도서 이 기증 자료를 별도의 열람실에 소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설비를 

갖추기 해서 자 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기증 자료에 한 소규모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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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증에 대한 감사

8.1 편지

도서 은 공식 기증 약서를 비한 기증을 포함해서 모든 기증에 해 개별

인 감사 편지를 보내야만 한다. 

8.2 공식 기증협약서

공식 기증 약서는 기증자가 제한을 둔 기증뿐만 아니라 가장 규모이며 가치

가 있고 요한 기증을 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공식 기증 약서는 기증자에 

한 정보와 기증 장서의 특성을 포함해야 하며, 기증 자료의 리를 한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도서 은 기증 약서를 작성하기 해 기증 약에 포함될 핵심 

정보를 사 에 수집해야 한다. 

◦ 기증 약서에 포함하기 해 기증자의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기증자와 

이익을 표하는 력 단체, 개인, 리인과 같은 제3의 련자의 이름과 주

소도 수집해야만 한다. 

◦ 도서 은 약서 서명 후에 이유가 있다면 기증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기

증 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표  ‘연락’ 조항을 약서에 추가해야 한다. 

◦ 입수한 기증 자료/기증 장서의 목록, 스 , 리스트는 가능한 기증 약서

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25박스, 자료 길이 15미터, 

102LP 등과 같이 기증 자료/기증 장서의 분량을 설명하는 리스트라도 비

해야 한다. 자료가 도서 에 도착하면 모든 기증 자료의 리스트 는 입수 

코드를 만들어야만 한다. 

◦ 모든 경우, 도서 은 약서에 실제로 서명하는 개인 는 집단이 기증 자

료의 소유주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모든 법  부담에서 자유로움을 분

명히 해야 한다. 한 국내법을 반 한 소유권에 한 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증 자료  장서의 지 재산권과/ 는 작권에 한 기증자의 의도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서 은 기증 자료의 작권  지 재산권을 

공공재산으로 양도하도록 기증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그리되면 도서 은 자

유롭게 자료를 리하고 시할 수 있다. 기증자는 기증 약서의 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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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지 재산권을 유지하고 그 후에 도서 에 양

도할 수도 있다. 

◦ 기증 자료에 한 근과 복제를 포함한 이용에 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

다.  내  외 이용, 시, 인터넷 시 등도 가능한 모두 포함해야 한다. 

만약 기증자가 기증 자료의 일부에 근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도서 이 자

료를 받기 에 기증자가 제한 자료를 확인해 주도록 말해야 한다. 만약 기

증자가 장서 체에 해 근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기증자는 그 게 밝

야만 한다. 그러나 도서 은 기증자가 근을 제한하려는 모든 경우에 가능

한 짧은 기간에만 제한하거나 기증자와 도서  모두에게 합리 이도록 

상해야 한다. 

◦ 많은 경우, 기증자들은 원래의 기증 자료에 추가하고 싶은 보충 자료를 알

고 있다. 자료를 좀 더 추가하려고  따른 기증 약서를 작성하고 실행하

는 것을 피하기 해 기증 약서에 ‘추가’라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 원하지 않는 자료의 처분 문제도 기증 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사진 

10장 정도나 비디오테이  3개 정도만 있다면 처분 조항은 필요 없다. 그러

나 규모의 필사본 장서라면 처리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도서  

자체 으로 결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이 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간단하

게 허용하는 처분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록에 있는 기증 약서 시를 참조하시오. 

8.3 기타 감사의 표시

도서  직원은 기증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감사 표시를 비할 수 있다. 기

증자의 이름이 들어간 장서표를 비하거나 기증 자료  장서의 목록에 기증자

의 이름을 주기에 넣을 수도 있다. 단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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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공식 기증협약서 예시문

커뮤니 이션 : 기증자는 도서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재 주소와 기타 연

락에 필요한 정보를 도서 에 제공한다. 도서 은 기증자가 제공하고 갱신한 

주소에 공지사항을 보내고 요청해야 한다. 도서 이 보낸 공식 서한이 배달

되지 못하고 돌아오거나 기증자 는 리인이 30일 이내에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유권 : 기증자는 기증 자료/장서에 한 물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

한 담보나 유치권에서 확실히 자유로움을 보증한다. 

지 재산권 : 이는 기증 자료/장서를 구성하는 자료에 담긴 물리  자산의 기증

이다. 기증자는 작권을 포함하여 기증 자료/장서와 련된 지 재산에 

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명의  이권을 보유한다. 단 이에 한정되지는 않

는다. 그러나  도서 은 장서를 향상시키기 해서 이 기증 자료/장서를 받

은 것이며, 이러한 물리  자산의 수락이 기증자가 사실상 그 자료들에 해 

에 확인된 그러한 지 재산권을 소유한다고 도서 이 결정 으로 확인하

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아야 한다. 

근 : 체 기증 자료/장서는 정리 후에 도서  정책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근 : 체 기증 자료/장서는 정리 후에 도서  정책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 으로 여기에 첨부된 명세서에 지정된 자료에 한 

근은 기증자의 생애와 추가 으로 5년간 기증자와 기증자나 그의 개인  

리인이 서면으로 허락한 사람에게만 허가된다. 그 이후에 이용자들은 앞에서 

언 한 장서 제한 부분을 이 에 제한하지 않은 장서와 같은 기 으로 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  직원이 리 목 으로 체 장서에 항상 근할 

수 있다는 것은 양해해야 한다.

 

근 : 도서  직원은 리 목 으로 항상 체 장서에 근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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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한다. 장서에 한 근은 이 날짜로부터 ____년 간 기증자와 기

증자가 서면으로 허락하거나 기증자가 사망할 경우에 [연락처와 함께 하나 

이상의 이름]가 허락한 다른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도서 의 정책

에 따라 이용자들은 장서를 이용할 수 있다. 

 

복제 : 에 확인된 지 재산에 한 권리와 이권의 보유에 해 앞에서 언 하

더라도, 기증 자료/장서에 근하도록 허가받은 이들은 연구 목 으로 그 

안에 담긴 자료를 [국내법에 따라] 1부를 복제할 수 있고, 작권법이 허용

하는 그러한 추가 인 복제본에 해서도 도서 의 행과 차에 따라야 한

다. 도서 은 기증 자료/장서에 있는 자료의 보존 복제본( 구 보존용  보

안 보존용 복제본을 포함)을 도서 이 결정하는 어떤 형식으로든 만들 수 있

고 그러한 복제본은 도서 의 자산이 된다. 

 

이용 : 기증 자료/장서의 이용은 기증 자료/장서에 한 근을 허가받은 사람들

에 의해 도서 이 리하는 시설에서의 개인  연구와 서비스, 보존  보안

을 포함하여 도서 의 례 인 기록 보   리 목 에 한해 제한된다. 도

서 은 한 기증 자료/장서의 어느 부분이나 모두를 도서  내외에서 시

할 수 있다. 도서 은 기증 자료/장서의 자료를 자  웹사이트나 다른 자 

형식, 혹은 앞으로의 기술로 이용할 수 있다. 

 

추가 : 기증자가 도서  장서에 포함되도록 수시로 기증하는 기타 련 자료는 

이 기증 약서나 이후에 기증자와 도서 이 합의한 서면 개정안의 조건에 따

라야 한다. 

 

처분 : 기증 자료/장서의 어느 부분이든 도서 이 장서로 함께 소장하거나 도서

 내의 다른 장서로 이 하기가 부 하다고 간주하는 자료에 포함된다고 

단되면 도서 은 기증자에게 그 자료를 반환할 것을 제의하고 기증자에게 

그러한 제의에 해 60일 내에 응답하도록 할 수 있다. 기증자가 앞에 말한 

60일 끝까지 언 된 자료를 받기를 원치 않거나, 그것을 받을 다른 보 소를 

지정하지 않거나, 도서 의 제의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서 은 장서

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처분하는 자체 차에 따라 그런 자료들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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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0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제13회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발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주 제 발 표

디지털도서관 개관과 디지털콘텐츠 확충 및 서비스  

박 성 철1)

1. 서  론

국립 앙도서 은 작년 5월 디지털도서  개 을 통해 국내․외 으로 요한 

기를 맞이하 습니다. 물리  공간인 ‘정보 장’과 가상공간인 ‘디 러리 포털’

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도서 으로, 공공도서 의 디지털자료 이용모

델로서, 웹2.0시 를 추구하며 선도 인 도서  운 을 지향하는 도서 의 탄생

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자료 수집을 법제화한 개정된 도서 법이 2009년 9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하는 법 인 근거를 마련

하 으며, 이를 근거로 2010년부터는 본격 으로 국내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

습니다.

2. 디지털도서관 개관  

미디어 산업의 발 과 정보환경의 격한 변화, 디지털출 물의 등장과 더불어 

온라인 자료의 효용성이 증 되면서 다양해진 도서  이용자들의 욕구와 내부

으로 디지털정보자원의 효율 인 수집, 정리, 보존  이용을 한 디지털도서  

건립의 필요성이 두 되었습니다. 2001년 통령업무보고 시 건립 필요성이 본

1) 국립 앙도서  디지털기획과 사서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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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으로 제기되어, 2002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2005부터 2008년까지 3년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총 1,237억 원의 비용을 들여 연면  38,014㎡의 지상 3층 

지하 5층의 디지털도서 을 2009년 5월 25일 개  하 습니다.         

디지털도서 은 본 과 다른 별도의 공간으로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자료 서비

스를 제공하는 물리 공간과, 도서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립 앙도서 이 

구축한 DB는 물론 국내외 주요기 이 생성한 온라인 자료를 통합 검색하는 ‘디

러리 포털’로서의 가상공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디 러리는 디지털(Digital)과 

도서 (Library)의 합성어로서 디지털도서 의 새로운 명칭이며, 디 러리는 자

연, 인간, 정보가 함께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2.1 디지털도서관 시설

디지털도서  공간은 첨단시설  향상된 서비스로 유비쿼터스 멀티 스

(Ubiquitous Multiplex)를 실 하며, 로벌 디지털 도서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한 핵심 지식정보문화 인 라 확충으로 지식정보화 시 의 기반을 강화하

고, 최종 으로 디지털지식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해 노력 하 습니다.

최신 디지털 기술이 집결된 디 러리 이용자 공간은 지하 3층과 지하 2층에 구

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에는 메인 로비와 함께 이용자가 제작, 등록한 UCC

상을 시하는 술 (Multi-Display Wall), 이용자가 송한 메시지와 시문학 

콘텐츠 등을 3D 효과로 연출하는 디지털 (Digital Text Service), 시실, 

회의실이 치해 있습니다. 지하 2층에는 디지털열람실, 미디어센터, 외국인 거

주자가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OS가 설치된 컴퓨터 환경을 구축하고 LCD를 이용해 성 방송을 제공하는 다국

어정보실, 복합상 , 세미나실 등이 치해 있으며 지하 1층 지식의 길을 통하

여 본 과 연결됩니다. 

디지털도서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의 서고에는 높이 3.3m의 9단 동 모빌랙 

2,533개가 설치되어 도서 800만 권, 비도서 400만  총 1,200만 권을 수장할 수 

있으며 이는 2020년까지 국립 앙도서 의 장서를 보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목된 첨단 도서 의 모습과 더불어 디 러리 공간이 꿈꾸는 

 하나의 모습은 바로 자연도서 으로 디지털의 차가운 이미지가 인간과 자연의 

따뜻한 감성을 만나 하나가 되는 최 의 디지털 정보 공간입니다. 도서  주변의 

서리풀 공원 녹지를 극 유입하여, 풍성한 공원형 장을 조성하고 건물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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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까지 녹지를 연장시켜 ‘도시 속의 공원, 공원 속의 도서 '을 구 하고 있습

니다. 본 의 경 을 최 한 살리기 해 디 러리 공간은 기존 도서 을 존 하

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과 디 러리 공간 건물의 녹지 조망을 최 한 확

하고, 지하공간도 자연채 과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해 실내에서도 자연과 함께

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되도록 배려하 습니다. 

2.2 디브러리 포털 

“디 러리 포털”은 국내외 공공기   민간단체 등 지식정보기 과 양질의 디

지털 정보를 연계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습니다. 디

러리 포털은 학술정보(1,043만 건), 문정보(3,378만 건) 해외정보(7,192만 

건) 총 11,613만 건의 디지털 콘텐츠 통합검색 디 토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디 러리 포털 연계 기 은 국내 지역 471개 으로 지역 375개 , 정책정보 

70개 , 다문화 17개 , 장애인 9개 이 있으며, 해외기 은 OAI(Open Archives 

Initiative)를 제공하는 779개 을 연계하여 총 1,250여개 기 이 연계되어 있습니

다. 한 개방형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이용자 심의 방향 디지털도서 을 

지향하며, 범 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편리한 검색환경, 서비스 

공유 환경을 구축해 명실상부한 지식정보사회의 허 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3. 디지털콘텐츠 확충

국립 앙도서 은 국가 표도서 으로서 세 의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여 

미래 세 에 승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책자형태 자료에 해서

는 양질의 원본보존과 온라인 서비스제공을 해 소장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외

부 구축 상업용 DB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에 

해서는 도서 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되는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출 물을 수집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만 수집 상 자료를 악하

고 범주를 정해 수집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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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장자료 원문DB 구축

국립 앙도서 은 소장자료 에서 작권이 만료된 고서, 유일본, 희귀자료, 

산화자료를 우선 상으로 원문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작권의 유․무에 따라 서비스 

제공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원문DB는 국립 앙도서 (www.nl.go.kr)  

디 러리 포털(www. dibrary.net)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며, 원문DB 구축자료 

39만 책  작권이 있는 24만 책의 원문자료는 한국복사 송권 회와 약을 

맺은 도서 (공공도서  등 600개 , 2010년 5월 재)의 지정된 PC에서만 이용 

있으며 그 외의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 공개됩니다. 

작권법상 보호되는 작물의 복사와 송에 한 작권을 집  리하여 이

용자가 신속, 간편하고 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년 한국복사 송

권 회가 설립되었습니다.

3.1.1 보상금 기준표

구  분 출 력 송( 송을 한 복제포함)

단행본, 정기간행물
매용 1면당 5원 1 일당 20원

비 매용 1면당 3원 없음

국립 앙도서 의 원문DB 구축은 구축 상자료 198만 책의 20% 수 인 39만 

책으로  원문DB 구축 사업은 국가 산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 

증액에 한계가 있어 향후 민간 디지털 로젝트  외국 국가도서  디지털화 사

업에 심을 갖고 국제추이를 지속 으로 연구, 검토하며 책을 강구해 나갈 것

입니다. 도서  소장자료 DB구축 우선순   제외 상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1.2 DB 구축 우선순위

  1) 도서  소장 유일본(복본 없는 원본, 산화자료 우선 구축)

  2) 학술 ·정보  가치가 있는 단행본

  3) 구보존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자료

  4) 공공성이 있는 자료로서 다수의 이용자가 심을 가지고 있는 자료

  5) 국립 앙도서  고유의 특화자료  이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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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제 분야의 단행본(발행 후 5년 경과된 국내 단행본)

3.1.3 DB 제외 대상자료

  1) 학술 ·정보  가치가 은 수험서

  2) 소설류(장편소설)등 e-book 출 가능성이 있는 자료

  3) 이미지 디지털화가 합하지 않은 참고서 (사 류)

    - 백과사 , 인명록, 용어사 , 어학사 , 성경책, 희곡, 시나리오

  4) 타 기 과 복구축의 가능성이 많은 정부간행물

  5) 타 기 에서 원문DB로 구축한 자료

3.2 디지털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및 서비스

디지털도서 의 온라인 자료 수집은 휘발성이 강한 온라인 자료에 한 웹 아

카이  구축을 한 것입니다. 웹 아카이빙을 한 근방법은 기본 으로 자원

에 한 선택  수집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자원의 수집은 2004년 웹 

사이트와 웹 문서 등 인터넷에 공개된 온라인 자료수집(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에서 시작하 으며, 2009년 개정 도서 법에 의한 

법  기반으로 출 물, 동 상, 이미지, 음악자료 등으로 수집 상 넓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1 공개된 온라인 자료 수집

국립 앙도서 은 2004년부터 가치 있는 인터넷 자료를 국가 인 차원에서 수

집·보존하는 오아시스(OASIS) 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는 온

라인 디지털자료는 연구보고서, 간행물,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 주로 웹사이트 내

의 공개자료실에서 제공되는 웹문서와 모든 주제 분야의 웹사이트입니다.

재 인터넷상의 가치 있는 온라인 자료 수집업무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수집 상 디지털자원의 선정 단계로 선정지침  각 주제 분야 문가, 

일반인이 추천한 온라인 자료를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정한 디지털자원을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 시스템을 이



132  제13회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용하여 수집하고

3단계에서는 수집한 디지털자원의 목록단계로 제목, URL, 발행자, 요약문 등 

기본 DC 항목의 입력과 주제 분류를 수행합니다.

4단계는 담당사서에 의해 목록 검과 수정, 수집 웹자원의 보존 가치성 최종

단, 보존 상 디지털자원 작권자에게 서비스 이용허락 요청 처리를 하고

5단계에서는 보존처리  서비스단계로 수집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보존처리 

 디지털식별자부여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말 기 으로 OASIS 로젝트를 통하여 수집 보존되어 있는 온라

인 자료의 수는 432,748건 이며 이  작권 허락을 얻어 재 일반인에게 서비스

되는 자료는 총 53,292건(12%)이고, 보유하고 있는 총 수집자원의 용량은 약 

12.75 테라바이트 규모입니다.

3.2.2 판매용 온라인 자료 수집

2009년 9월 개정된 시행된 도서 법 제20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 형태  종류, 수집 차 등에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집

하는 온라인 자료의 부 는 일부가 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하

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서 은 이 법에 근거

하여 2010년 상반기에 자책, 자잡지부터 수집을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동 상

자료, 이미지자료, 음악자료 등으로 확 할 정입니다.

가. 전자책, 전자잡지 

자출 물  자책, 자잡지는 2010년  수집 상이며, 2011년부터 자

신문,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오디오북, 모바일북, 자사보, e-카탈로그 등으로 수

집을 확 할 계획입니다. 수집기 은 학술  가치, 자의 평 , 이용자의 재 

는 미래의 정보요구 등을 단하여 수집할 정입니다.

나. 동영상 자료

동 상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 , 유·무선 기반 하에서 이용되

고, 이용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수집합니다. 

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공연물 등의 순으로 수집하되, 국립 앙도서 에 

타매체(DVD, 비디오테이  등)로 입수되지 않은 동 상자료 주로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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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유문화나 역사 인 사건을 다룬 동 상자료를 우선 으로 수집하고자 

합니다. 뮤직비디오, 공연물과 같이 콘텐츠의 내용이 음원을 포함하고 있을지라

도 음악과는 구분하여 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 이미지 자료

이미지(정지 상) 자료는 술, 제품, 환경, 패션, 공  등과 련된 디지털 형

태의 사진, 컴퓨터 그래픽, 서체 등을 수집합니다. 다만 디지털 형태의 이미지일

지라도 동일 주제의 여러 이미지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이미지군은 자

출 의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 음악자료

음악자료는 유·무선 기반 하에서 유통되는 디지털화된 음악을 수집합니다. 우

리 민족 고유의 국악자료를 으로 수집하되,   순수 음악자료인 경우

에는 실연자  작곡가의 평 , 이용자의 정보요구 등을 단하여 수집합니다.

4.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의 확산

디지털도서 에서 재 서비스하고 있는 1억 2천만 건의 디지털 정보 에서 

작권이 보호되는 자료는 도서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자료를 국민들

이 주변공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디지털 콘텐츠를 획기 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국립 앙도서  소장

자료  유일본, 작권 만료 자료를 우선하여 DB 구축을 추진하되 2021년까지 

상자료의 158만 권을 DB로 구축하여 이용서비스를 확 하고, 개정 도서 법에 

따라 휘발성이 강한 웹자료를 아카이 로 구축하며, 디 러리 포털의 디지털콘텐

츠 연계 확 를 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도서 과 국의 작은도서 을 연계할 것입니다. 국의 작은도서

(3,142개)에 디지털 인 라를 연차 (3개년 계획)으로 구축하여 속권한을 부

여한 후 디지털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한 지역 공공도서 과 작은도서  간

의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자료를 공유하게 하며, 지역 공공도서 과 연계가 어려

운 환경이 열악한 작은도서 은 국립디지털도서  서버를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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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디지털 지식정보 이용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농․

산․어  지역주민  기타 취약계층에게 지식정보를 열람( 송)하거나 출력 시 

과 되는 비용( 작권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국립 앙도서 은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

운 서비스를 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서  소장자료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테마 컬 션(http://collection.nl.go.kr)과 

모바일 세 의 등장에 따른 모바일 웹(http://m.nl.go.kr) 서비스를 2010년 5월 

25일부터 시범 으로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컬 션 시범 서비스는 도서 에 소장하고 있는 한  고 소설인 딱지

본 소설과 동의보감을 상으로 알기 쉽게 콘텐츠를 구성하여 원문정보 등과 함

께 제공하며, 이러한 테마 컬 션과 도서  이용안내 정보를 스마트폰에 최 화

하여 모바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 앙도서 은 앞으로 디지털 컬 션 구축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사만

화의 역사로 살펴본 시 상, 도서의 변천사, 소장문화재 등 일반인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디지털 컬 션을 지속 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사정보, 추천도서, 자료검색, 이용 약 등을 한 모바일 사이트를 구

축하고,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과 GPS 지도를 연계하여 이용자 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  치 안내 등 도서 의 특화된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하여 

2010년 하반기에 서비스할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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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앙도서 은 소장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컬 션을 구축하여 매체

별, 시 별, 장르별 다양한 근경로 제공과 작권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근할 수 있는 ‘손안의 도서 ’ 구 으로 국민서비

스를 지속 으로 개선할 정입니다.

5. 맺음말 

최근 미국(WDL), EU(유로피아나), 구  등을 심으로 디지털 문화유산의 보

존과 서비스를 한 디지털도서  로젝트가 상호 경쟁 , 동  계를 맺으

며 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 앙도서 도 국제 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

털도서  로젝트에 극 참여하여 국제 력 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세계 각국

에 분포되어 있는 양질의 지식정보를 우리 국민의 일상에까지 배달하려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한․ ․일 국가도서 이 함께하는 디지털도서  로젝트가 

성공 으로 결실을 맺기를 기 해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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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중국국가도서관  체계구축 및 창조적 서비스

여 숙 평1)

1. 새 시대 중국국가도서관의 역할 및 포지셔닝

국국가도서 은 지난 100년 동안 발 하면서 국의 ‘국가총서고(總書庫)․

국가서목센터․고서보존센터․도서 학 연구  외교류센터’로 자리 잡았고, 

우수한 문화자원  지식자원을 수집․보존․보호․ 하여 에게 양질의 

문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왔다. 한 우리는 디지털․네트워크화로 

속히 발 하는 정보화시 에 응하여 끊임없이 기존의 역할  포지셔닝을 조

정, 확 함으로써 국 최고, 세계 최 의 ‘ 문디지털자원보존  서비스 기지’로 

발돋움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양질의 디지털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국가도서 은 ‘새시 의 역할  포지셔닝’에 맞는 우수한 디지털자원 콘텐

츠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심의 서비스 모델 개발을 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 디지털콘텐츠체계 구축

우리는 디지털자원을 구축함에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 디지털자원의 구축패

턴을 고려하는 한편, 우리  내 다양한 소장자원의 유형  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의 실물장서와 디지털장서가 상호보완, 공동 발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다.

1) 국국가도서  디지털자원부주임비서 



도서관 Vol.65 No.1․2 (2010년 12월)  137

2.1 디지털자원 구축의 원칙 정립

우리 은 ‘ 문문헌의 완 함을 추구하고, 외국어문헌은 완벽함을 추구한다.’, 

‘국내출 물은 완 함을, 국외출 물은 완벽함을 추구한다.’ 는 ‘구매총칙’과 목

성․체계성․조화성․경제성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디지털자원을 구축하고 있

다. 한 ‘세계 최 의 문디지털자원 보존  서비스 기지’ 건설을 목표로 다음

과 같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1) 국내외 문디지털자원을 상으로 하되, 보존가치와 실용가치가 있는 자

원을 우선 으로 구축한다.

(2) 국 련 외국어디지털자원  국의 핵심 기간산업 발 에 필요하거나 

학술 가치가 높은 외국어디지털자원을 수집한다.

(3) 체계의 완정성(完整性, 완 하게 정돈함), 구조의 합리성, 유형의 다양성, 

서비스의 편의성을 갖춘 디지털자원체계를 구축한다.

(4) 디지털자원과 다른 유형의 소장문헌이 조화를 이루도록하며, 다원화된 서

비스를 통해 우수한 문화를 계승․발 시킨다.

 

상기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원구축방식을 개선하고, 상자원의 유

형을 확 하 다.

 

2.2 디지털자원 구축방식 개선

출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납본과 구입을 병행’하던 통  자원구축방식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자원의 유형에 따라 다른 구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인터넷정보수집․구입․납본․기증․교환 등의 다양

한 방법을 유기 으로 결합시켜 국국가도서 만의 특색 있는 디지털자원을 구축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공동구축  구입’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  ‘공동구축과 자

원수집’은 최근에 도입․실시하고 있는 우리 의 표  자원구축방식이다.

2.2.1 공동구축

국디지털도서 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은 ‘ 극 인 력  공유’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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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내․외 유 기 과 규모 력 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보자원의) 개

방과 공동구축’을 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1) 로벌 화민족 뿌리찾기 네트워크: 우리는 마카오기 회와 공동으로 이

를  ‘ 로벌 화민족 뿌리찾기 센터’, ‘족보자료․서비스․연구센터’로 발

시키고자한다. 1기 사업의 목표는 ‘디지털 족보 종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하여 500개 이상의 성씨, 2만 개 이상의 족보서목 가이드 데이터, 1천 부 이

상의 족보문헌을 제공하고,  ‘온라인 뿌리찾기’, 족보편찬, 족보 문가컨설

, 뿌리찾기백과, 온라인 족보열람, 족보목록  문검색, 가계도 분석 등

의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이 로젝트는 총 6기에 걸쳐 진행되며 12년 후 

‘주요 성씨 상세족보 수집  정리’를 끝내고 DB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국제돈황(敦煌) 로젝트(IDP)': 돈황연구소, 국국립도서 , 러시아과학

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로젝트로, 돈황  실크로드 

동쪽 유 지에서 출토된 필사본․그림․방직물  술품에 한 정보  

시각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과학  연구 로젝트 진

행시 정보가 범 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0년 

5월 20일 기 , 255,853 에 달하는 사진자료를 DB화했다.

3) 해외 中華善本 디지털화 로젝트: 하버드 칭연구소 칭도서 (Harvard

－Yenching Library)과 공동으로 칭도서  내에 소장하고 있는 中文善本

을 디지털화하는 로젝트이다. 6년 동안 진행되는 이 로젝트를 통해 

4,210종 51,889권의 中文善本이 디지털화될 것이다. 우리와 칭도서  각각 

완성된 일을 하나씩 소장하고 각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 

학술연구  문헌보존용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는 우리 의 외 력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진행기간이 가장 긴 ‘문헌정보화 로젝트’이자  세계 

도서 계 최 의 공동 정보화 로젝트이다. 

 

최근 우리는 ‘개방과 공동구축’의 원칙을 세부 역까지 용하고 있다. 작가․

출 사․디지털자원제공자․시스템통합사업자(SI) 등 디지털자원 생산  구축

의 주체와 긴 히 연계하여 ‘디지털 원고, 디지털 작권, 디지털자원 장기보존’ 

등의 권한을 ‘기증’ 받는 등의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자원의 

구축성과를 확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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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디지털자원모집

2010년 5월, 우리는 국내 디지털자원을 효율 으로 통합하고 폭넓게 발굴하기 

해 국 성 (省級)공공도서 을 상으로 디지털자원을 모집하 다. 국의 

우수한 디지털문화자원을 모아 ‘규모의 효과, 랜드의 효과’ 를 발휘하여 일반

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된 이 활동은 국국가도서 , 더 나아가 국 

도서  역사상 최 로 추진된 규모 ‘디지털자원 모집활동’으로 국 ‘디지털자

원의 공동구축  향유’라는 새로운 모델을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로젝트는 국 도서 계의 극 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은 조

만간 매체(全媒體: 문자, 사진, 상, 애니메이션, 음성, VOD 등 다양한 달수

단과 신문, 방송, TV, 인터넷, 모바일폰, 디지털TV, 모바일리더기 등 다양한 달

포맷을 융합시킨 새로운 형식)를 통해 이 활동의 성과물을 공유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방식들은 디지털자원 구축분야에 있어서의 우리의 탁월한 능력과 리더

십을 보여  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체계 구축  개선에 상당한 추진력을 실

어주고 있다. 

 

<표 1> 국국가도서  주요 디지털자원 구축방식

구축방식 디지털자원유형

소장자료 데이터화 • 내 소장자료 디지털화

•시청각자료 환

온라인정보 수집 •무료 학술정보  포털

•국가도메인정보    

• 문정보    

•공개정보

상업성 정보자원 구매 •통용자료

• 권이 복잡한 자료

모집 •타도서  소장 특색 있는 디지털자료

•비공식 출 물

•디지털 권

납본․기증․교환 • 자출 물                

•시청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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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콘텐츠 체계 개선

문書目DB를 구축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부터 20여 년 동안 우리 의 디지

털콘텐츠 체계는 끊임없이 향상․발 되어왔다. 2009년 기 , 디지털자원의 계

용량은 327.8TB에 달하며 그  257.8TB는 우리가 자체 구축한 것이다.

 

재 우리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의 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콘텐츠 분야: 우리 의 통  이 을 충분히 활용하여 ‘ 국국가도서 만

의 특색 있는 디지털자원’을 구축하고, 수요가 많은 상업  디지털자원을 확

보하는 한편, 요한 가치가 있는 온라인정보자원을 수집․보존한다.

• 서비스분야: 공공 인 성격을 띠는 기 자원을 ‘主자원’으로 하고, 문자원

과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충자원’으로 하는 3단계 디지털자원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기 자원’은 모든 학문 역을 포 하며 온라인 등 신매체를 

통해 이용자에게 범 하게 제공된다. ‘ 문자원’은 정부입법  정책, 기간

산업 련 정보를 으로 구축하여 문가에게 제공한다. 이용률은 높

지 않으나 문헌가치가 높은 자원은 장기보존용으로 구축한다.

• DB 분야: 련 메타데이터 확보  구축을 극 추진하고, 메타데이터의 규

범성을 강화하며 시의 하게 메타데이터를 통합․구성한다. 각 상 데

이터의 지 장과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상 데이터의 가공․배포․

장  리를 통합 으로 고려하여 메타데이터와 상 DB간의 합리  계

를 정립함으로써 디지털자원의 편의성과 이용효율을 높인다.

 

다음은 우리 의 디지털콘텐츠 체계에 한 간략한 소개로, 주요 자원별 구축

성과(成果), 서비스 황  향후 발 방향에 한 설명이다.

 

2.3.1 관내 소장 ‘특수 디지털자원’

국국가도서 은 2000년부터 내 소장자료  략 인 의미, 역사  의미, 

장기보존가치가 있는 특수자료를 우선 으로 선정, 디지털화하여 규모 있고 특색 

있는 문DB를 구축하 고 지난 10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갑골․탑본

편․지방지(地方誌)․민국(民國)문헌․족보․古사진․세화 온라인강좌 등 특수

디지털자원은 차 그 규모와 체계를 갖추어갔고, 그 과정에서 통 소장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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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을 디지털 역으로 확 시키고, 디지털시  도서 의 새로운 발  모멘텀을 

발굴할 수 있었다. 이들 ‘특수 디지털자원’은 우리 의 디지털기술수 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내 소장 ‘특수 디지털자원’은 수와 질 인 측면에서 모두 발 되고 

있다. 

재 우리  웹사이트에서 ‘특수자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갑골세

계, 디지털지방지 등은 국내외 이용자들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는 앞으로 ‘특수자원DB’ 콘텐츠의 완정성(完整性)을 더욱 향상시키는 한편, 문

화된 데이터베이스群을 구축하고 新지식구성툴을 이용하여 다양한 포맷, 형식, 

유형의 ‘특수디지털자원’을 지속 으로 발굴할 것이다. 한 지식연 성을 바탕으

로 유기 인 지식망을 구축하고 ‘특수 디지털자원’만의 서비스 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표 2> 국국가도서  소장 ‘특수 디지털자원’ 일람표-일부

국 문헌 民國시기문헌 국고 문헌

유형 수량 유형 수량 유형 수량

e-book 39만 종 民國도서 1.1만 종 갑골실물 상 6575종，1.1만장

박사논문 15만 종 民國간행물 4515종 갑골탑본편 상 5773종，6990장

오디오자료 51.6만 개 民國법률 1.1만 건 돈황서全文 상 4.2만 컷

비디오자료 6.1만 시간 세화 607종，734폭 석각탑본편 상 2.3만 종，2.9만 컷폭

  朱希祖 23종，1555컷 지방지全文 상 6868종，334만 장

    지방지全文문건 2000종，124만 장

    西夏문헌全文 124종，4909면

    西夏논 全文 1202종

    善本古사진 7264종，7264장

    永樂大典 164책，1.4만 면

    宋人文集 110종 ，4.7만 면

    德格八幇寺大藏經 202함(函)，48461박(拍)

    국고 典籍 1084종，1억 자

 

2.3.2 온라인정보자원

우리는 빠른 속도로 유실되고 있는 요한 온라인 문정보자원을 보존하기 

해서 2003년  ‘온라인정보자원 수집  보존 로젝트(Web Information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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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eservation , WICP)’를 추진하면서 이를 해 련 온라인정보 수집정책을 

마련하고 상자원의 특징에 따른 기술방법  략을 세웠다. 2009년 말까지 53

개 ‘ 국의 향력 있는 사건’, 8만여 개의 정부 웹사이트, 315종 문신문에 한 

정보수집작업을 마치고 110개 웹사이트․40만 개 정보를 포 하는 정부정보통합

랫폼  17,525개 온라인 가이드 정보를 구축했다. 이들 정보는 ‘ 국사 (事

典)’ 등의 웹페이지에서 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국가 무료 온라인 문자원 아카이 ’를 구축하고 화민족의 우

수한 디지털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정보화시  국가 도서 의 책무’를 충실히 이

행해나갈 것이다. 국가도메인  주제 련 콘텐츠를 지속 으로 보완, 개선함은 

물론, 사진․VOD․블로그․음악․메일 등 특수유형  포맷의 온라인 디지털콘

텐츠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할 것이다.

 

2.3.3 상업성 디지털자원

우리는 2009년 말까지, 86개 상업  문DB와 102개 외국어DB를 포함한 총 

188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 다.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도서․간행물․신문․

논문․ 록/색인․멀티미디어․사실검색(Fact Retrieval)/데이터검색(Data Retrieval) 

등 다양한 유형의 문헌자원을 포 하며, 그  문(全文)데이터는 1400만책/건

에 달한다. 그밖에 우리는 Refwork등 정보 리툴을 도입하 다.

<표 3> 국국가도서  상업성 디지털자원의 주요유형 일람표

문 외국어

유형 수량 유형 수량（ 복제외）

간행물 3.4만여 종 간행물 2만 종

도서 357413종，712568책 善本圖書 3.9만 종

신문 2169종 신문 1507종

학 논문 242.3만 편 학 논문 24만 편

회의논문

(Conference Paper) 
238 만 편

회의논문

(Conference Paper) 
627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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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내 랜(LAN)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그  54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인터넷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우리는 ‘상업성 문디

지털자원 국가보존센터’를 건립하고, 국가 백업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보자원의 

구  이용과 국가  ‘문화 해외진출 략’을 실 시킬 것이며, 우수한 상업성 외

국어DB 확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3.4 전자출판물과 음향자료

자출 물과 음향자료는 우리  디지털자원 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말까지 내 소장 자출 물은 39,149장/CD, 

문/외국어 음향자료 191,466장/CD에 달한다. 그  문자료는 주로 납본․기

증․교환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내 소장 자출 물과 음향자료는 주로 국

학, 술, 역사문헌, 무형문화유산 등 문자료를 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세계 

인문 술․과학 등 분야의 발  수 과 사회발 과정을 시청각 인 방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3. 디지털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서비스

국국가도서 은 세계 최 의 ‘ 문 디지털정보 서비스 기지’로 발 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자 수요를 심으로 하고, 

콘텐츠 개발을 기반으로 하며, 모델 창조를 통해 서비스 수 을 향상시키는 ‘창조

 서비스’ 이념에 따라 미래지향 이고 창조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

으로 ‘일선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새로운 매체를 통한 서비스’, ‘공공문화서비

스’, ‘특수 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 방법을 꾸 히 모색

하고 있다. 이를 통해 ‘ 구나 때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도서 의 모든 정

보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상을 실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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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국가도서  창조  서비스 유형

3.1 일선서비스(일반서비스)

총면  1,049m²에 달하는 ‘디지털공유존’ 내 온라인학습존, 디지털R&D존, 특

수서비스존, 자상거래존, 사이버교류존, 미디어센터  공유 로젝트 체험존 등 

다양한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고, 모바일 리더기와 터치형 단말기 등 새로운 열람 

방식을 통해 이용자들이 더욱 직 이고 빠르게 희귀고서, 名人원고, 세화, 古사

진, 강좌, 시회, 자신문, 자도서 등 디지털자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2 온라인서비스

3.2.1 온라인 등록 서비스

‘脫시스템  脫 역’의 신분정보 리  인증을 해 ‘등록․인증․ 리 일체

형 이용자정보 종합 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빠른 온라인등록서비스와 일 된 신

분인증  리를 실 하고, 각 응용시스템의 상호인증이 가능토록 하 다. 앞으

로 온라인등록서비스의 효율성도 더욱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3.2.2 무선랜(WLAN) 서비스

우리  북쪽에 무선랜(WLAN)을 개통하여 이를 통한 OPEC 검색과 디지털정

보 검색을 할 수 있다. 무선랜을 통한 로  서비스가 되므로 북쪽존 실외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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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까지 신호가 달되어 이용자가 실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온라인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다.

 

3.3 ‘新매체를 통한 서비스’ 

우리 은 ‘  매체 서비스’의 환경을 기반으로, 이용자 수요와 서비스 효율에 

근거하여 개별 달매체의 합리  서비스 략을 마련하고 ‘일 일소(一大一 )’

를 특징으로 하는 ‘신매체(모바일폰, G3리더기, 디지털TV)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다양화․구체화․개성화되고 있는 이용자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3.3.1 이동통신서비스

2007년 우리는 모바일폰을 매개로 하는 ‘국가도서  이동 서비스’를 출시하고, 

‘손안의 국가도서  (모바일 국가도서 )’과 ‘국가도서  모바일뉴스’라는 공익  

서비스 창출하여 이용자에게 움직이는 디지털도서 ․SMS․국가도서  WAP

사이트․ 모바일 열람․국가도서  서핑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40종의 주요 신문과 1700여 종의 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다. 

2010년 5월, 우리는 차이나모바일과 략  력을 한 MOU를 체결하고, 모바

일폰 단말기와 G3리더기 이용자들이 더 많은 디지털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3.3.2 디지털TV 서비스

2009년 우리는 ‘창조 인 문화보   확 ’를 해 디지털TV 서비스-‘국가도

서  공간’ 출시하고 우리 의 디지털자원과 서비스가 의 일상생활 속으로 

다가가도록 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는 3년의 로젝트 기간 동안 260만 디지털TV 시청 가정에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베이징  근교에 거주하는 1천여 명의 이용

자가 서비스 혜택을 리게 될 것이다.

 

3.4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은 공공문화 서비스

국은 국토가 활하여 베이징 이외 지역, 특히 산간벽지 등에 살고 있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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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우리 의 디지털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는 2008년부터 ‘국가도서  디지털자원의 국  보 을 한 문화공유 로젝트’, 

‘ (懸級)디지털도서  보 로젝트’ 등 공공문화서비스 활동을 실시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양질의 디지털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2월, ‘ (懸級)디지털도서  보 로젝트’ 일환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쓰촨성 원촨(汶川) 을 포함한 370개 (懸級)도서 을 상으로 하는 정보자

원공유 사업을 시작했고, 8월에는 로젝트 지원 로그램을 추진하여 연내에 

국 2,940개 (懸級)도서 의 디지털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 2010년에 ‘향

진(鄕鎭: 懸이하 행정단 )종합문화센터’, ‘지역종합문화활동실’ 내 ‘국가디지털

도서  자열람실’과 ‘일선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국 인 국가디지털도서  

이용망을 구축함으로써 ‘ 국 디지털도서  보 로젝트’를 실 할 계획이다.

 

3.5 정보평등서비스

우리 은 ‘정보이용의 자유와 평등’ 원칙과 다양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문화  

권리와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수이용자를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5.1 시각장애인 디지털도서관

2008년 우리는 ‘ 국장애인연합회 정보센터’, ‘ 국시각장애인출 사’와 공동으

로 ‘ 국시각장애인 디지털도서 ’을 설립하여 시각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을 

해 개방 이고 평등한 정보지식교류 랫폼을 마련하 다. 국시각장애인 디

지털도서 은 최신 컴퓨터 기술로 ‘장애 없는 사이트’를 만들어 e-book, 음악, 뉴

스 등의 정보를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집에서 도서열람을 하고 원격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로젝트로 ‘제3회 화인민공화국 문화부 

신상’을 수상하 다. 

3.5.2 국가어린이디지털도서관

2010년 5월 31일 ‘국가도서 부설 어린이도서 ’이 정식으로 개 하고 ‘국가어

린이디지털도서 ’이 개통되었다. 국가어린이디지털도서 은 컴퓨터와 터치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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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e-book․간행물․시청각자료․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유

형의 체계 이고 참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5.3 입법 및 정책결정 지원 서비스

우리는 앙정부와 국가기 의 입법  정책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역을 극 

모색하고 있으며, 국양회( 국인민 표 회, 국정치 상회의), 인 상임

원회 원장회의, 인 상임 원회  산하 문 원회의 입법 활동을 해 디

지털문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국무원산하 각 부와 원회에 

디지털도서  분 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각 부․ 원회와 력 계

를 맺고 있다.

3.5.4 중점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위한 서비스

‘조화로운 사회건설’, ‘창조  국가건설’, ‘사회주의 신농  건설’ 등 국가 핵심 

로젝트와 련된 각종 문헌  정보자원을 구축하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보 검색 센터’, ‘문헌제공센터’, ‘기업 정보서비스 센터’ 등과 력하여 

핵심 교육기 , 연구기 , 기업 등에 방 인 디지털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상에 맞추어 문디지털자원을 구축하고 

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맺음말

오랜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국가도서 은 새로운 시 의 새

로운 요구에 발맞춰 지속 으로 디지털자원 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이

념과 서비스 방식을 창조해나갈 것이며, 더욱 참신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더욱 폭

넓고 빠른 루트를 통해 더 많은 에게 디지털 자원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노

력할 것이다. 한 내외 으로 향력 있는 문화교류 랫폼, 평생학습 랫폼으

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찬란한 문화  자원을 효율 으로 보존․계승하고 리 보

함으로써 사회발 에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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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0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제13회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발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기 조 보 고

국립중앙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황  면(黃勉)1)

1. 서 론 

지난해에도 한국의 국립 앙도서 에서는 국가 도서 으로서의 설립 이념에 

바탕을 둔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되고 새로운 서비

스가 추진되었습니다. 

국립 앙도서 의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는 도서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서 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도서

을 개 (2009년 5월 25일)하 으며, 2010년 2월에는 국가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도서  자료들을 집  리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서지데이터를 구축하기 

해 국가서지센터를 설치하 습니다. 

한 각국 한국학 사서와의 트 십을 기반으로 ‘한국학사서 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도서  발 을 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홈페이지(http://ww.nl.go.kr/inkslib)를 

2009년 10월에 오 하 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에는 국내외 지리정보의 게이트

웨이 역할을 담당할 지도자료실을 개실 하 으며 늘어나는 디지털자원에 한 

응책으로 도서 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온라인 자료 수집을 한 법  근거를 마

련하기도 하 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변화하는 지식정보의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재의 이

용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1) 국립 앙도서  디지털정보이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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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도서관 개관 1주년 

국립 앙도서 은 2010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디지털도서  개  1주

년을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 습니다. 지식정보 융합 시 에 부응하는 새로

운 도서  서비스를 해 “도서 , 지식 사회의 힘”을 주제로 하는 이 자리에는 세계국

립도서 장회의 페니 카나비 의장을 비롯하여 해외 주요 도서  장님과 디지털도서

 문가들이 참석하 으며, 변하는 디지털환경과 이용자의 정보이용형태에 따른 디

지털도서 의 과제와 기회에 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의 자세한 내

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http://www.nl.go.kr/conference2010/).  

참고로 디지털도서 은 2002년부터 5년간의 공사를 거쳐 2009년 5월 25일에 개

을 하 습니다. 디지털도서 은 연면  38,014㎡의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5층

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하 4~5층은 1,200만 책을 수장할 수 있는 보존서고이며, 

지하 1~3층은 이용자를 한 서비스 공간, 지상 1~3층은 사무용 공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도서 은 물리 인 공간인 ‘정보 장’과 디지털 가상공간인 

‘디 러리 포털’로 구성되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 사회의 변화 양상을 상하고 효과 으로 응하기 해 한

국의 국립 앙도서 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디지털 콘텐츠 확충’,  ‘이

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제공’,  ‘도서  네트워크 구축  력’이란 세 가지 

주제로 크게 구분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추진과제 

3.1 디지털콘텐츠 확충 

국립 앙도서 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해 필요한 제도  근거를 

비하기 해 2009년 9월 ‘도서 법’을 시행하 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 제20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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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설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 으며, 제 

20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을 한 체자료 제작 보 을 해 ‘디지털 일’ 납본을 

국립 앙도서 이 요청할 수 있게 하 습니다. 그래서 국립 앙도서 에서는 

2009년 10월 온라인 자료 수집을 한 ‘자료심의 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

으며, 2010년 1월 수집 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한 고시를 발표하고 온

라인 자료 수집을 시작하 습니다. 

한 국립 앙도서 은 디지털 콘텐츠 확충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문DB는 지 까지 구축한 39만 책 1억 천만 면과 2010년에는 100만 달러(11

억 원)를 투자하여 1만 책을 디지타이징할 계획입니다. 디지타이징 비용은 액 

국가 재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5월 디지털도서  개 과 함께 오 한 ‘디 러리( ) 포

털(http://www.dibrary.net)'은 국내외 1,250개 기 이 보유한 학술정보, 공공정

보, 민간정보, 해외정보 등 1억 1,613만 건의 디지털콘텐츠를 연계하여 제공함으

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허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2012년까지 디지털

도서 을 통하여 국 공공도서 , 문도서  등 4천여 개 도서 을 연계할 계

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국립 앙도서 은 이용자요구에 맞는 새로운 도서 서비스 제공을 해 인

라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1억 1,200만 달러(1,237억 원)를 투

자하여 완공한 국립디지털도서 을 개 한 바 있습니다. 

한 한국 정부에서 행정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세종시에 국립도서  분

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에 개  정인 세종시 국립

도서  분 은 자료보존을 한 보존서고와 행정부처의 정책을 돕는 정보센터 등

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립 앙도서 내 시설도 재정비하여 2010년 4월에는 장애인을 한 자료실인 

정보 리터를 동년 11월에는 본  5층에 지도자료실을 새로 설치하 으며, 이용

서비스를 시작하 습니다.  

3.2 지식정보서비스 확산 

 지식정보서비스 확산을 한 과제로 도서 서비스 인 라 구축  재정비, 이

용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한 도서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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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앙도서 은 2010년 330만 달러(36억 원)를 투입하여 e‐book, 자  

등 6만 건을 수집할 계획이며, 디지털도서 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  

작권에 계없는 자료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심분

야  특화자료를 심으로 디지털 Collection을 구축하여 디지털도서  개  1주

년인 2010년 5월에는 시범서비스를 개시하 습니다. 

한 한국의 스마트폰 보 률이 2010년에 300만 를 넘어설 것으로 상되므

로 스마트폰 용 애 리 이션을 개발하여 2010년 5월에 모바일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동년 7월부터 본격 인 서비스를 시작하 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국립 앙도서 의 자료를 검색하고, GPS와 연동하여 그 자료

를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의 가장 가까운 도서 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

스는 한국에서 출시된 모든 스마트 폰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폰 웹 

라우 에서 http://m.nl.go.kr을 입력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무선 인터

넷상에서도 도서정보를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앙도서 은 기존의 도서 원문DB 구축방식에서 음성, 이미지, 동

상 등으로 DB구축 상을 확 하고 개방형 포맷 상에 있는 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할 계획입니다. 

한 도서  이용자 편의를 하여 출카드 하나로 국의 공공도서 에서 이

용할 수 있는 통합 이용체계(One Card System)를 구축하여 2010년 시범운  후 

국 공공도서 에 확산할 비를 하고 있으며, 디 러리 포털에 ㆍ 등학교 

교육용 콘텐츠를 연계하여 학교도서 에서도 이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상 디지털정보교육 로그램을 상설 운 하고 있으며, 2009년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의 첨단기술로 개발한 ‘가상 실 체험형 동화구연 로그램’을 2010년 

시범 운 하고, 2011년부터 국 120개 도서 에 보 하여 어린이들에게 첨단기

술과 책읽기를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립 앙도서 은 장애인과 정보소외계층에 한 도서 서비스 강화에도 많은 

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개실하여 운 하고 있는 장애인 정보 리

터에서는 정보자료에 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 유형별 각종 보조 공학기기를 구

비하고 보다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에는 국내 최 의 ‘장애인 포털’을 개통하여 국에 흩어져 있는 10

여만 권의 지식정보를 통합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년 11월에는 ‘장애인 도

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일반 인쇄물을 읽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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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근성을 높이기 해 장애인 체자료 2,000종 확충, 장애인도서  통합자료

리시스템(KOLASIA: Korean Library Automation System In Able) 구축, 공

공도서 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 등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장애인 도서 서비스에 한 사회  심과 참여를 해 디지털 일 작

권 기증 제도인 ‘소리책 나눔터’를 사회  캠페인으로 개하고 있으며, 책 읽어

주는 ‘장애인 화서비스’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데이

지컨소시엄에 가입하여 Global Accessible Library Project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생활공간 속에서 쉽게 디지털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농어  산간벽지의 351개 작은도서 과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국 4,000여 개 작은도서 으로 확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어

의 소외계층이 이용할 때 부과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는 국립 앙도서 에

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해 동화구연 동 상  애니메이션을 베트남어, 

몽골어, 타이어, 국어, 어, 한국어 등 6개 언어의 자막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 앙도서 은 언어의 장벽 없이 세계의 디지털정보에 근이 가능하도록 

OAI 등 개방형 로토콜 기반으로 표 화를 진행시키고, 재 추진되고 있는 한

국‐ 국‐일본 국립도서  디지털도서  이니셔티 (CJK Digital Library Initiative)를 

통해 한국어, 국어, 일본어, 어 등의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포털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  말  드린 바와 같이 한국 국립 앙도서  디지털도서 의 ‘Dibrary'포털

은 새로운 서비스를 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 해 나갈 것입니다. 

3.3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국립 앙도서 은 국내외 도서  력 강화를 한 과제로 세계도서 과의 

로벌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도서 과의 력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 앙도서 은 세계 각국의 도서 과 교류 력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국립도서 과의 력 계를 말 드리면 아시아는 물론 미주, 유럽, 아

리카 등 14개국 16개의 도서 들과 MOU를 체결하 습니다. 

한 아시아․아 리카․남미지역과의 교류 증진을 해 ‘사서 청 연수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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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 국가에서 1명씩 청된 사서는 6개월간 

사서실무연수와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며, 2009년까지 11개국 16명의 사서가 참

여하 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에는 ASEAN 10개국 20명의 어린이담당사서

들을 상으로 문연수를 실시하고자 비 입니다. 

국립 앙도서 에서는 2010년 6월 14일에는 ‘지식사회에서의 국가도서  리더

십’을 주제로 루노 라신 랑스 국립도서 장 등 주요국 국립도서 장이 참석

하여 디지털도서  개  1주년을 기념하며 도서  발 에 한 도움이 되는 내용

과 정보들을 교환하는 국제 인 회의를 개최하 습니다. 

한 한국 자료에 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국립도서 을 상으로 2007년부터 

한국자료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베트남국립도서 을 비롯하

여 9개 에 설치하 으며, 2010년에는 이란과 이집트 국립도서 에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한국학 강좌 개설 학  도서 에 원문 DB를 재 12

개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 앙도서 에서는 국내 공공도서 의 력사업 활성화를 하여 매년 4개 

사업을 지원하고, 도서 간 력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사서에게 물어보세요’(CDRS)를 운 하고 있으며, 국가자료 공동목록(KOLIS‐
NET)을 활용한 국가상호 차 서비스(Interlibrary loan)를 운 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립 앙도서 에서는 2009년 새로운 서비스를 한 주요사업을 추진한 결과, 

방문이용자는 4% 증가하고, 사이버 이용자는 28%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이용만족

도도 상승하 습니다. 

4. 결 론 

오늘 한국의 국립 앙도서 이 추진하고 있는 도서 서비스에 하여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국립국회도서 에서도 새로운 서비스에 한 계획이 많으실 것입

니다. 

최근 국립 앙도서 에서는 진화되어가는 인터넷정보 환경과 늘어나는 디지털

정보자원에 해 도서 은 어떻게 수집 보존하면서 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

으며 직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 인터넷에 능숙한 디지털 네이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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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서 에 기 하는 그들의 요구에 히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도 합니다. 이들의 요구에는 하나의 개별 도서 이 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제

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외 도서 들의 연계․ 력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보다 발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정보가 세계화, 블록화 되어감에 따라 도서  간의 국제 인 력은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4년간의 한․일 국립도서 간 업무교류를 통해 그간 새롭게 수행

하여야 할 과제 해결을 해 서로간의 경험을 주고 받았듯이 이번 업무교류에서

도 양국의 국립도서 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해 서로 연계․ 력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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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디지털자원을 이용한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장 보 성(張保成)1)

1. 들어가며 

한민국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도서 서비스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나, 서

서히 힘찬 도약을 비하고 있다. 그 출발이 국립 앙도서  소속의 국립장애인

도서 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설립이다. 센터는 개정된 도서 법에 따라 2007년 

5월 22일 설립되었다. 센터는 그 동안 분산, 추진되어오던 장애인도서 서비스를 

총 하고, ‘장애인에 한 도서 서비스 국가시책’ 등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 있

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 ‘장애인도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국가종합

책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지식정보 근 기회의 폭 확 ’를 목표로 실질 인 

장애인도서 서비스 정책기능 수행에 주안 을 두고 있다. 본 원고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국가 장애인도서 서비스 정책과 디지털자원의 납본과 기증을 통한 장

애인용 체자료 제작  서비스, 그리고 국립 앙도서  내에 장애인을 한 서

비스 공간인 ‘장애인정보 리터’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한민국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정책

한민국의 장애인도서 서비스 정책은 앞서 언 한 ‘장애인도서 서비스 선진

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추진 략으로 1) 체자료의 획기  확충과 제작

시스템 개선  기존자료의 활용을 극 화시키는 것이다. 2)장애인들의 독서수요

를 창출하기 하여 장애인도서 의 지원을 강화한다. 3)장애인 도서 서비스에 

1) 국립장애인도서 지원센터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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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책임과 참여를 확산시킨다. 4)장애인도서 의 문성 제고를 통해 

장애인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도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와 련한 주요 사

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도 장애인용 체자료를 2,000종(당해 연도 한민국 출 물의 약

4%) 제작  배포한다. 서비스 상은 시각과 청각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동, 청

소년, 학생, 성인들이며, 제작매체는 자 자도서, 디지털음성도서(DAISY), 

화면해설 상물, 자악보, 수화 상도서 등 다양하게 제작되어 배포될 정이다. 

한 2013년까지 당해 연도 출 물(약 5만 종)의 약 10%(약 6,000종)까지 확

해 나갈 정이다. 

둘째, 공공도서  등에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보   문화 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 단 로 분산 리되어오던 장애인용 체자료를 한

곳에서 통합검색, 리 할 수 있는 ‘장애인도서  통합 리시스템(KOLASIA: 

Korean Library Automation System In Able)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 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책 읽어주는 장애인 화서비스’의 통신요 부담을 

경감시키는 통신요 바우처제도( 화요 의 50% 지원)도 년 8월부터 시행하

고 있다.

3. 디지털자원의 납본/기증을 통한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센터는 장애인도서 서비스에 한 사회  책임과 참여를 확 시키고자 ‘소리

책나눔터’(http://nanum.dibrary.net)라는 사회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소리

책나눔터’는 인쇄물을 읽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해 국립 앙도서 이 자나 출

사로부터 디지털 일을 기증 받아 자나 녹음도서 등으로 신속하게 변환하여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근할 수 있게 하는 지식정보 나눔의 

장이다. 기증된 자료는 작권기술보호장치(DRM)에 따라 인증된 자만 열람 가

능하며, 출 사에게는 디지털 일을 기증한 도서임을 독자들에게 리 알리기 

하여 책이 발간될 때 책 표지에 소리책나눔터 기증도서라는 로고를 부착하여 인

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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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정된(2009년 3월 25일) 도서 법 제20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2

항에 의거 국립 앙도서 은 장애인을 한 독서자료, 학습교재 등의 제작  배

포의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 자료(도서, 연속간행물, 가제식 

자료, 자자료 등)를 발행 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일형태로 납본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 일형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 녹음, 큰활자 등으로 용이하

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ms word), .hwp(한 워드 로) 등의 일’을 의미

한다. 납본 받은 자료에 해서는 보상  지 을 통해 창작 작물에 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납본 일형태와 납본 보상  지 기 은 학계, 도서 계, 출 계 

등 문가들로 구성된 국립 앙도서   ‘도서 자료심의 원회’의 ‘디지털 일자

료 분과 원회’에 의해 마련된다. <표 1>은 디지털 일 납본보상비 기 기 이다. 

추가 으로 요청 받은 디지털 일의 납본 시기는 국립 앙도서 에서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다. 그러나 재 이행을 한 강제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

다. 

<표 1> 디지털 일 납본보상비 지 기

구  분 납본 일 보상비

10일 이내
 txt, doc, hwp 도서정가의 7배

 quark, Adobe Indesign 도서정가의 6배

10일 이후  txt, doc, hwp 등 모두 도서정가의 5배

이 게 기증  납본된 자료는 자 자도서, 디지털음성도서로 제작되어 국립

앙도서  장애인포털(http://able.dibrary.net)사이트에 스트리   다운로드 

서비스가 된다. 특히 국립 앙도서 은 웹 기반 디지털음성도서(DAISY) 제작 

툴(tool)을 개발하여 국내 자도서 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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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리책나눔터  디지털음성도서 작툴 사이트

(http://nanum.dibrary.net)

4.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장애인정보누리터) 

국립 앙도서 은 2009년 4월 13일 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공간인 장애인정보

리터를 개실하 다. 장애인정보 리터는 공간설계부터 보조공학기기 선정에 이

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이용자 심의 서비스 공간으로 주

요 시설로는 면낭독실, 자제작실, 상실, 정보검색 , 열람공간 등이 있다.

장애인정보 리터는 16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시각  청각장애인 직원이 장애인 이용자를 한 모든 

서비스를 직  제공한다. 특히 각 분야별 문 자원 사자( 재 50여 명)를 1:1

로 연계하여 장애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이동이 불편한 장

애인을 상으로 도서 과 인근 지하철역간 콜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운  에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구나 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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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립 앙도서  장애인정보 리터 주요시설 황

장애인정보 리터 내부사진 체자료 제작실 정보검색

시각장애인을 한 면낭독실 청각장애인을 한 상실 보조공학기기

5. 마치며

앞으로 한민국의 장애인도서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어디서나, 편하게 필요한 

지식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식정보 근기회를 폭 으로 확 하는 방향으로 

극 추진될 것이다. 한 국립 앙도서 은 장애인정보 리터가 장애인들의 정

보의 장이자 꿈과 행복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국 단 의 공

공․ 학도서 에서도 확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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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한·일 자동번역에 대한 현황과 과제

‐ MDR기반 메타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

박 진 호(朴振虎)1)

1. 서 론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입수, 리, 보존, 서비스해야 하는 기 들의 공통

인 심사이자 트 드는 시멘틱 웹(Semantic Web)이다. 시멘틱 웹은 W3C의 Tim 

Berners‐Lee가 사용한 신조어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Machine Understandable) 웹을 

만들고자 새로운 환경을 의미한다. 

도서 이 Semantic Web에 심을 갖고 정 인 근태도를 갖게 된 것은 기

계가독형(Machine Readable) 메타데이터(도서 의 MARC)를 활용한다는데 있

으며, 다른 지식정보기 보다 유리한 치에 설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계속 리해 

오고 있던 주제명표목표, 자 거 등 통제어휘(Controlled Vocabulary)가 존재

하기 때문이다. 

Semantic Web에 한 논의는 결국 이용자가 보다 의미 있는 정보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으로 도서  분야에서는 국제도서 연맹에서 발표한 FRBR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을 표 인 로 들 수 있

다. 1997년에 승인되어 1998년에 공표된 FRBR은 1, 2, 3 Group을 갖는 임워

크로 재는 “FRBR Family” 형태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 FRBR: Functional Requirement for Bibliographic Records(1 Group 심) 

- FRAD: Functional Requirement for Authority Data(2 Group 심)

- FRSAD: Functional Requirement for Subject Authority Data(3 Group 심)

1) 국립 앙도서  디지털기획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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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한·일 업무교류 주제발표의 테마는 “한·일 자동번역에 한 황과 과제”로 

일본 국립국회도서 은 그동안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응

용분야인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에 해 많은 연구 개발을 시도하 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유사 어족으로써 기계번역으로 인한 효과는 다른 언어보다 훨

씬 좋은 결과를 보여 다. 그동안 민간의 검색서비스 업체나 도서  등에서는 이

런 장 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기 형태소 치환을 시작으로 형태소, 

품사 분석을 거쳐 문법에 맞게 재배열하는 직  방식을 거쳐 변환 규칙을 기반으

로 언어분석 후 문장을 생성하는 변환방식까지 끊임없는 발 을 해왔다. 자연어 

처리의 여러 분야  기계번역은 문서를 자동으로 목표로 하는 언어로 변환해

다는 에서 정보에 한 근 이 아니라 목표 정보의 내용 인 근이 가능하

다는 에서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해당 언어의 문화에 한 호기심과 탐색 욕

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한국 NHN제공 일본어 웹 번역기 활용 NDL 홈페이지 번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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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열거한 Semantic Web, FRBR 그리고 기계번역은 모두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의미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 다는 공통 을 갖고 

있다. 한일 자동번역(기계번역)에 한 황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보다 구체

인 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한 일 디지털도서  력에서도 

핵심 인 추진 과제이기도 한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한 방안으로 메

타데이터 지스트리기반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해 기술하기로 한다. 

2. 메타데이터와 상호운용성

2.1 메타데이터

일반 으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한 데이터로 해석되어지며, 디지털 지식

정보자원을 기술하기 한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1995년 Dublin Core Metadata 

Element 시작과 함께 도서  분야에서도 본격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다. 재

는 문서의 구조와 표 에 한 분리의 요구와 함께 정보원의 특징을 기술하기 

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보다 구체화된 의미를 갖고 활용되고 있다. 통 으로 도

서 은 목록과 표목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 으로 사용되었으나 재는 메타데이

터란 용어가 더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계가독형 목록인 MARC

는 도서  분야에서 세계 으로 표 화된(물론 나라별, 지역별로 활용에는 차이

가 있다) 편목법이다. 

MARC는 그동안 도서 이 통 으로 사용하던 편목규칙을 그 로 용할 수 

있으며, 표  어휘와 구조로 공동 편목이 가능하고 이용하는 도서 에 맞게 부분

인 수정 가능, 공동 목록작업으로 인한 질  상승효과, 시간  경제성 등의 장

에도 불구하고, 서지정보가 갖는 구조  어려움과 새로운 요소 추가의 어려움, 

복잡한 기술규칙으로 인한 사용의 어려움 등 단 이 꾸 히 지 되어 왔다. 

반면 더블린코어는 메타데이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포

인 구조(Lagoze, 1996)로써 웹상에서 자 , 물리  자원에 한 탐색이 용이

하도록 15개 기본요소와 한정어로 출발하여 재는 가장 일반 이고 표 인 메

타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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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은 이 기종 시스템 간에 문제없이 자동화된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하

는 것으로 메타데이터와 련해서는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의 교환에 있어서 그 

의미하는 바를 각각의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주로 각 각의 메타

데이터 스키마가 갖는 어휘의 매핑으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 더블린코어는 상

호운용성 확보를 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간 한·일 업무교류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양 국립도서 은 MARC이라는 

동일한 기술규칙을 가지고 있으나 그 활용에 차이가 있어서 데이터 교환을 해

서는 별도의 매핑 규칙을 필요로 하 다. 도서 의 상호운용성 이외에도 Dublin 

Core, ONIX, CERIF, INDEX, GDAS 등 다양한 메타데이터의 존재는 상호운용성

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마찬가지로 주로 매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매핑은 메타데이터 간의 완벽한 1:1 계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하고 구축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재작업 필요 등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의 필요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하에서 보다 효과 인 리

를 해서는 공동으로 표 인 조직과 차에 따라 메타데이터의 의미를 리하

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 될 수 있는데 표 인 사례로 ISO11179 

Metadata Registry를 들 수 있다. 

3. ISO 11179 MDR

3.1 MDR 개요

ISO/IEC11179 MDR은 ISO/JTC1 SC32 WG2(메타데이터, Metadata)에서 연

구 개발하여 제정된 표 으로 데이터를 기술하기 해 필요한 메타데이터의 품질

과 종류(kind)를 설명하고, 메타데이터 지스트리에서 메타데이터의 리와 운

을 설명한다. 11179는 데이터의 표 (representations), 개념(concepts), 의미

(meanings)를 형성하는데 용되며, 이런 요소 사이의 계가 데이터를 생산하

는 조직에 계없이 사람과 기계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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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이 가능한 것은 메타데이터 역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에 장될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런 메타데이터의 등록 기능을 갖고 있는 데이

터베이스를 메타데이터 지스트리라고 한다.

11179는 6개의 트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표 1> 11179의 구성과 주요내용

명칭 주요내용

Part 1: Framework 체 임워크

Part 2: Classification 분류

Part 3: Registry metamodel and 

basic attributes 
데이터를 기술하기 한 MDR의 개념  도메인

Part 4: Formulation of data 

definitions 바람직한 정의를 내리고, 명명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규칙과 지침Part 5: Naming and 

identification principles 

Part 6: Registration 
11179의 요구와 차에 따르는 메타데이터 등록

에 한 측면

3.2 11179 Part 1: Framework

Part1은 ISO/IEC 11179의 각 부의 연결 계와 이해를 한 방법 제공하며, 메

타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지스트리의 개념  이해를 한 기  정보를 담고 있

다. 11179 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11179의 각 트간의 

계를 기술하고 있는 부분으로 특히, MDR에 있어서 가장 요한 개념  모델

(conceptual model)의 요소인, 데이터 요소 개념(data element concepts), 데이터 

요소(data elements), 값 역(value domains), 개념  역(conceptual domains) 간의 

계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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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DR 개  모형

개 모형의 데이터요소개념과 개념  역은 개념층(Conceptual Level)에 해

당하는 데 추상 인 개념으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다. 데이터요소

와 값 역은 표 층(Representational Level)으로 구체화되어 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명백하게 표 ( , Country_Name_Code/ISO3166 2 Alpha Code)할 수 있

는 것이다.1) 

3.3 11179 Part 2: Classification

Part2에서는 데이터 요소 개념과 데이터 요소를 분류방법에 의하여 분류하는 

차에 해 기술하고 있으며, 지스트리를 리하는 등록기 (Registry 

Authority)이 데이터 요소의 등록 시 고려 는 사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에 해

서 서술하고 있다. 

3.4 11179 Part 3: Registry Metadata and basic attributes

Part3에서는 MDR을 사람이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과 가장 근 한 형식의 개념

 데이터 모델인 메타모델로 기술하고 있다. 메타데이터 지스트리의 구조를 

개념  메타모델의 형태로 제시하고 표 화된 메타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요소의 

1) 개  모형에 한 구체 인 와 설명은 업무교류 당일 발표 시 수행하고 본고에서

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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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의미 악과 체계 인 리에 해 설명한다.

메타모델은 리와 기술, 명명 규칙, 분류, 리 아이템에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  가능하다. 

<그림 3> MDR 메타모델

리와 식별은 데이터 요소의 리를 한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리 항목의 

등록자 정보, 식별정보, 제안자 정보, 담당자 정보, 참조정보, 등록/생성일자, 유효

일자, 주기사항 등을 다룬다.

명명  정의는 리 항목이 활용되는 주제 분야(Context), 사용언어 명시, 동

의어 등 다양한 표  방법 지원, 언어별 다양한 의미의 사용지원을 다룬다.

분류는 분류스킴과 련 분류스킴 내에 존재하는 장소 구성요소를 리하기 

한 것으로 사용되는 분류 체계의 유형정의(분류, 키워드 리스트, 용어사 , 다

이어그램 등), 분류 체계를 구성하는 항목(분류군명, 용어, 계 등), 항목의 계 

정의를 다룬다. 

리항목은 데이터 요소, 데이터 요소개념, 개념 역, 값 역에 한 것으로 

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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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1179 Part 4: Formulation of Data Definitions

Part4에서는 데이터의 정의와 구성에 해 설명하고 있는데 데이터 정의 규칙

은 데이터 정의 규칙은 표 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단수 항목을 정의(‘종이들’에 한 ‘종이’에 한 정의)

- 정문을 사용

- 동의어 사용을 피하고,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있는 , 구를 사용하여 정의

- 가능한 약어를 피하고 약어를 쓸 경우 보편 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약

어만 사용

- 다른 정의를 섞어서 정의하는 것은 지

한 데이터 정의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본질  개념만 기술, 간결하고 명확한 기술, 모호하거나 포 인 표 은 삼가 

- 이해를 해 부가  정보가 필요 없는 어휘 사용 

- 해당분야 배경지식이나 맥락의 이해 없이도 이해 가능하도록 기술 

- 문장보다 계형 명사  사용(The name of the country where mail is delivered)

- 표  클래스를 명사로 한 계 (the name of, the code that represents, the 

text that describes, the measure of the..) 

3.6 11179 Part 5: Naming and Identification

Part 5에서는 데이터 요소의 개념, 개념  역, 데이터 요소, 값의 역 등의 

리항목에 한 명명과 식별에 한 지침을 제공한다. 등록 데이터( 리항목)의 

식별을 해서는 각 등록항목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필요가 필요한데 표 에

서는 IRDI(International registration data identifier)를 사용을 설명하고 있다. 

IRDI는 RAI(registration authority identifier), DI(data identifier), VI(version 

identifier)로 구성된다. 

체계 인 명명 규칙을 해서는 Scope(범 ), Authority(명명자 정보), Semantic 

rules(의미부여 규칙), Syntactic rules(의미의 자 배열 규칙), Lexical rules(동

의어, 자길이, 철자 등), Uniqueness rules(동음이의어 등 규칙)에 해서 설명

하고 있다. 



도서관 Vol.65 No.1․2 (2010년 12월)  169

3.7 11179 Part 6: Registration

Part6는 실제로 등록자(Registrar)를 통하여 데이터 요소를 등록, 검증, 인증하

여 표 화하는 차에 해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 요소의 표 화는 MDR을 심

으로 여러 이해 당사자가 련되어 이루어지며, 각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 

데이터의 상태에 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등록 련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MDR 등록 차 개념도

개념도에 명시된 각 책임자(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리 원회(Executive Committee): 각 문분야별 기 이 제안하는 메타데

이터를 표 화된 데이터 요소로 등록하기 한 의결  승인

- 등록책임자(Registrar): 리책임자의 검증이 완료된 메타데이터 인증

- 통제 원회(Control Committee): 등록책임자가 인증한 메타데이터 표 화

- 리책임자(Stewards): 제출자가 제출한 메타데이터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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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Submitters): 메타데이터의 데이터 요소를 등록, 수정, 삭제

- 이용자(Read‐only Users): MDR에서 표 화된 데이터 요소를 검색  다운로드 

4. 결 론

정보기술의 발달은 목록정보의 변화,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 리/서비스, 디

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형태의 변화 등 내 , 외 으로 많은 변화를 도

서 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 사회에서 도서 이 갖는 가장 큰 장 은 

다른 어떤 기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수집, 리, 보존해 온 경험과 원 자료

에 근 가능하도록 구성한 2차 정보원 즉 목록, 메타데이터의 존재와 주제명표목, 

자 거 등 오랜 시간 구조화된 분류 체계를 유지 리하고 있다는 이다. 

정보화 시 에 양 인 면에서의 폭발 인 지식정보의 증가는 “얼마나 정확한

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가?”의 요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 련된 다른 정

보”로의 근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런 필요성과 과제는 도서 에 

있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을 실 시키기 해 필요한 새로운 발상

과 근방법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생겨나는 메타데이터를 비효율 이라고 생

각할 수는 없다. 도서 이 기존의 MARC가 지니는 한계 을 벗어나기 해 노력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이제 요한 것은 ʻ이 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함께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ʼ이며, 사람과 마찬가지

로 기계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 하에 도서 이 갖고 있는 메타데이

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매일 업무 으로 만나는 Title, Author가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사서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해하는 것과 같이 우리와 정보가 만나는 매개체인 다양한 랫

폼(웹, 모바일 등)들이 우리와 같이 이해하고 자동으로 정보를 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멘틱 웹, 기계번역과 같은 개념, 기술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목표는 

추상 이고 RDF, OWL, SPAQLE과 같은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철 한 메타데이터의 리이다. 의미기반의 웹, 정보 유통을 원한다면 

우선 메타데이터 자체를 의미 있는 개체로써 다룰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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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보 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지난 1년간의 진보 

조 재 학(趙宰鶴)1)

 

1. 들어가는 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은 ʻ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 ’을 비

으로 ‘어린이청소년도서  서비스 발  기반 조성, 독서진흥 로그램 개발  

보 , 어린이 사서 문성 강화, 국내외 교류 력 활성화, 어린이자료 연구도서

, 어린이도서  운   서비스 모델 제공’을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고

에서는 2010년 시행된 사업 반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2. 2010년도 주요 업무 

2.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비스 발전 기반 조성 

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운 평가  발 방안 연구(2010년 7~11월) 

  ‐ 2006년 개  이후 2009년까지 추진한 독서진흥사업의 평가와 향후 발  방

안에 한 연구 

2)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선진화 방안 연구(2010.7~11월) 

  - 어린이청소년의 독서생활화 정착을 한 국가차원의 구심체 역할 모델 제시 

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정보서비스과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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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산 

1) 체험형 동화구연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확대 

  ①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국내 도서   처음 실시한 로그램 

  ②  형 스크린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동화 속 배경에 아이

들이 투 되어 배경을 직  만져보는 듯한 실재감을 주며, 배경과 어울려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독서 흥미를 높임 

  ③ 2010년 8월까지 총 450회, 2,675명의 어린이가 참가하 고  재 2개의 콘

텐츠가 운 되고 있음 

  ④ 서비스를 안정 으로 운 하여 공공도서 에 확  보  체계를 마련 함 

2)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확대 

  ① 공공도서 ‐아동센터와 연계, 찾아가는 ‘도서 과 함께 책읽기’ 사업 

    ‐ 2009년 50개 → 2010년 75개  

    ‐ 운 공공도서  담당사서 사업설명회, 간보고회 개최 

    ‐ 권역별ㆍ독서캠 (6개 권역) 

  ② 다문화가정을 한 독서콘텐츠 개발보  

    ‐ 래/창작동화 등 우수 그림책 120여 편 동 상콘텐츠로 개발 보  

    ‐ 다문화가정 어린이 부모국가 동화  30여 편 선정, 콘텐츠 개발확  

자막언어(5개 국어) 확  제작, 도서   다문화센터 보 (1,000부)2) 

  ③ 농어 , 도서벽지에 ｢도서  책꾸러미 돌려보기｣운  

    ‐ 어린이자료 10개 주제 책꾸러미(50여 책)를 2개월 단 로 순회 출3)

      ․ 국내외 아동도서 주제별 독서 로그램 활동자료 제공, 작가와 만남 

등 문화행사 지원 

  3) 청소년독서 로그램 ‘1318 책벌 들의 도서  령기’ 운  

  4) 청소년을 한 독서칼럼 제공 

  5) 제4회 국 어린이․청소년 독서감상문․독서신문 공모  개최 

  6) 국 공공도서  독서교실 운  지원 

     2009년 725  26,000명 참가 → 2010년 818  31,824명 참가  

2) 2009년 28편(베트남어, 어) → ’10년 150여 편( 국어, 태국어, 몽골어 추가)

3) 2009년 52꾸러미(2,600책) → 2010년 136꾸러미(6,800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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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독서교실 우수지도자 추천  표창 수여 

2.3 어린이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1) 어린이사서 전문교육 운영 

  - 집합 교육 : ‘어린이 담당사서 기 ’ 등 4개 과정(155명 수료) 

2009년 6개 과정 261명 수료 / 2007년~2010년 총 9개 과정 1,119명 수료 

  ‐ 사이버 교육 : ‘어린이책 서평’ 등 3개 과정(1,112명 수료) 

2009년 2개 과정 355명 수료 / 2007년~2010년 총 4개 과정 1,802명 수료 

2) 사이버교육 코스웨어(콘텐츠) 개발 

3) 어린이사서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09년 3회 개최 84명 참가 → 2010년 4회 개최 160명 참가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어린이담당사서 연수 실시 ‐ 신규사업 

2.4 어린이자료 연구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1) 국내 발간 어린이자료 납본에 의한 부분 수집 

  2) 국내 온라인 디지털 어린이 자료 선별 수집 

  3) 미지역, 아시아, 유럽 등  세계에서 발간된 해외 우수 아동도서 수집 

  4) 다문화권 지역 자료 확  수집(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등 14개 언어) 

  5) 어린이 청소년 문정보 제공을 한 이용자 개발 

  6) 어린이청소년 련 문가들의 연구 활동 지원  웹진(Webzine) 발간 

  

2.5 어린이도서관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1) 어린이 청소년을 한 자료실 운   문서비스 강화 

  2) 어린이 책 추천 

    - 도서  홈페이지에 ‘사서 추천 도서’ 운  : 어린이 책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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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독서문화 (정규/특별) 로그램 운 4) 

  

3. 맺음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은 어린이청소년도서 의 발 에 앞장서고, 어린이 어

린이청소년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어린이도서 의 역할 모델 기능을 수행

하기 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해 어린이사서 문성 강화를 한 교육에 내실

을 다지고, 국내외 어린이 도서 과 지속 인 력을 확 하여 선진 기법을 도입

하여 도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4) 2009년 2  부분 어린이를 한 로그램으로 어린이(‘동화구연’등 27개), 청소년(‘독

서동아리’ 등 7개), 학부모(‘독서강좌’ 1개)를 해 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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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어린이서비스 

조 재 학(趙宰鶴)1)

 

1. 들어가는 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는 2006년 6월 

개 과 함께 시작되었다. 도서  홈페이지(http://www.nlcy.go.kr)는 ‘도서 이용, 자

료찾기, 책소개, 함께하는 로그램, 참여마당, 도서  발간자료, 도서 소개'와 같

은 7개 메인 메뉴와 50여 개의 련 메뉴, 그리고 14개의 바로가기 메뉴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도서  홈페이지는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어린이청소년 련 연구자, 그

리고 어린이 서비스 담당자 등 구나 방문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서비스는 어린이들에게 직  정보 달 기능을 하는 직  

정보서비스와, 어린이 서비스 담당자들에 제공되는 간 인 어린이 정보서비스

로 분류 할 수 있다. 직 인 어린이 정보서비스에는 ‘자료찾기, 사서추천도서

(책소개)2), 문학상을 받은 책(책소개), 로그램 소개(함께하는 로그램), 독후

감 게시 (참여마당), 어린이그림책 자갤러리, 어린이 자 도서 , 다문화 동

화구연, 독서퀴즈' 등이 포함되며, 간 인 정보서비스에는 어린이 담당사서를 

한 웹 커뮤니티와 온라인 계속교육, 웹진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표 인 직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어린이 자도서 , 

다문화 동화구연, 어린이그림책 자갤러리, 사서추천도서(책소개)’와 함께 간  

서비스  ‘ 국어린이담당사서 의회, 독서진흥, 어린이담당사서 계속교육, 웹진 

어린이청소년연구 e‐partner’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정보서비스과 사서

2) ( ) 안은 메인 메뉴 제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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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내 어린이 대상 직접 서비스 

2.1 어린이전자도서관  

어린이 자도서 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홈페이지(http://www.nlcy.go.kr)에 

로그인 한 후 화면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들어 올 수 있다. 온라인 자자

료는 총 829편이며, 콘텐츠는 국내외 래, 명작, 창작 동화를 수록한 ‘동화나라 

속으로(821편)’와 외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나라말 배우기(5편)’, 역

사와 숫자 등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배움놀이터(3편)’로 구성된다. 소장자

료 가운데 그림동화 100편을 제외하고는 도서  내 온라인 PC에서 뿐 아니라 도

서  외 온라인 PC 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내 메뉴 치> < 자 도서  홈페이지>

2.2 다문화 동화구연 

다문화 동화구연은 어린이들이 동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할 수 있도록 하

기 한 서비스로서, 홈페이지 내 별도의 로그인 없이 근 할 수 있다. 이 콘텐츠

는 ‘ 어 동화책’과 ‘한국 래동화’로 구성되었으며, 각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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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영어동화책 동화구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외국문화를 이해하고 어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

기 해 기획되었다. 동화구연 문가가 미권의 고  동화를 어로 구연하는 

모습과 함께 한국어 자막을 볼 수 있다. 어동화책 총 151편을 볼 수 있으며, 한

국어와 어 본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어 동화책 동화구연’의 모든 콘텐츠는 우리 도서  홈페이지(http://lscc.nlcy. 

go.kr/mov/index_bak.jsp)를 통해 도서  내외 온라인 PC 어디에서든 속하여 

이용서비스 가능하다.   

2.2.2 한국 전래동화 동화구연 

2009년에 미국 워키 학과 력하여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한 한국 래동화 

동화구연 콘텐츠 28편을 어, 베트남어 등 번역 DVD로 제작하여 국의 공공도

서   다문화지역센터 등에 보 하 다. 이 콘텐츠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높이에 맞추어, 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동화 구연가 동 상  애니메이션으

로 제작하 으며, 다문화 가정 어린이  외국출신 어머니들의 한국문화에 한 

이해와 한  활용 능력 향상을 돕고, 책 읽기에 한 동기부여를 높이기 해 기

획되었다. 

2010년에 한국 래동화를 포함하여 국․필리핀․베트남․태국․몽골 등 6개국의 

우수 그림책 150편을 선정하여 출 사와 작자에게 작권 동의를 받은 후 번역 

DVD로 제작  보 할 정이다. 보 한 ‘ 어 동화책’과 ‘한국 래동화’ 등 콘텐츠

는 국공공도서 (738개 )  다문화지역센터(158개소)에서 다문화가정을 한 문

화 로그램, 한 교실, 독서교실 등 어린이독서 로그램을 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

며,  출 사의 인터넷서비스까지 작권 동의를 받은 콘텐츠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홈페이지(http://lscc.nlcy.go.kr/mov/index_bak.jsp)를 통해 도서  내외 온

라인 PC를 통해 어디에서든 속하여 이용서비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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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동화구연 홈페이지>

2.3 전자갤러리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어린이 그림책 표지, 삽화 등 그림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웹 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우리 도서 에서 개최한 주요 시회를 사이버 상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상물로 재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자갤러리에 수록된 

자료의 원문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1940년 부터 1980년 까지 발간된 국내 창작 

어린이 그림책에 한 시 별 자료를 상으로 구축하 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 

문 연구의 토 를 마련하고, 도서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한 것으

로 2008년부터 연도별, 단계별로 추진하 다. 상 자료는 작품성과 시  표성, 

학술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자료 선정을 한 자문 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하 다. 홈페이지 내 주요 메뉴는 ‘소개’, ‘어린이 그림책’, ‘사이버 시실’, ‘자주 

묻는 질문답변’으로 구성된다. ‘어린이 그림책’ 메뉴에서는 ｢출 년 , 도서명, 

자명, 출 사, 그린이｣를 검색 조건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며, ‘사이버 시실’ 

메뉴에서는 우리 도서 에서 개최했거나 개최 인 시를 볼 수 있도록 가상

실시스템(VR:Virtual Reality)을 활용하여 시 상과 함께 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 다. 자 갤러리는 작권 보호 로그램을 설치하여 도서  내에서

는 물론 외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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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그림책’ 화면>  <‘사이버 시실’ VR 화면>

2.4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 서비스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용자들이 직  참여하는 다양한 로그램

들로 구성되었다. 매년 방학마다 1주일씩 운 되는 ‘책 속에서 여름/겨울나기’ 

로그램을 포함하여 동화구연, 스토리타임, 독서동아리 등 우리도서 에서 직  

운 하는 모든 로그램이 포함된다. 모든 로그램은 회원가입 후 온라인 는 

장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서 에 직  방문하여 참가할 수 있다. 2010

년 1월부터 8월까지 동화구연 등 33개의 로그램이 1,006회(1일 평균 2.4회) 운

되었으며, 13,320명의 이용자들이 참가하 다. 어린이, 청소년의 정보욕구를 충

족하고 도서 을 문화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다양한 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내 공공도서 과 어린이도서 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 다. 

<함께하는 로그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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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서추천도서(책소개)

사서추천도서는 자료실에 입수된 신착도서 에서 각 자료실 담당 사서가 추천

자료를 선정하여 유아, 등 학년, 등고학년, 청소년자료로 상을 분류하고 

400자 이내의 책 소개 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비스이다. 2007년 1

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하 으며, 매월 20여 책 정도가 새롭게 소개된다. 게시된 

사서추천도서는 ｢서명, 자명, 내용｣ 등 키워드로 검색 할 수 있으며 체 도서

목록은 엑셀 일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서추천도서 화면>

3. 홈페이지 내 어린이 대상 간접 서비스 

3.1 전국어린이서비스협의회 

국어린이서비스 의회는 국 어린이 서비스 담당자를 심으로 운 되는 

웹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 서비스는 국어린이서비스 의회 회원 간 연구 활동

과 정보의 공유와 력을 지원하기 한 것이다. 홈페이지에 의회의 활동과 행

사를 홍보하고, 어린이서비스 련 최신 뉴스를 수집·게시하여, 회원에게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는 회원 간 방향 커뮤니 이션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182  제13회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회원의 자기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각종 DB  게시된 의 통합검색을 지원하며 연 사이트 

근과 인기 있는 태그의 문서에 신속하게 근할 수 있는 태깅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회원들이 직  기획하고 운 하는 키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 세

미나 등을 신청하는 창구 역할도 한다. 

3.2 독서진흥 

이 서비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진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독서진흥사업과 

독서 로그램 개발·보  등을 한 활동이다. 이 활동에는 ‘도서 과 함께 책 읽

기’, ‘ 국독서교실’, ‘책 읽는 놀이터’, ‘청소년 독서문화 로그램’, ‘청소년을 한 

독서칼럼’과 같은 로그램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도서 과 함께 책 읽기’ 홈페

이지는 정보·문화 소외계층 어린이를 한 독서진흥 사업에 한 운 보고서를 

제공하며, 국어린이서비스담당 의회 홈페이지와 연결된다. 이 홈페이지 내 ‘행

사와 이벤트’ 메뉴를 통해서는 우리 도서 의 독서진흥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자료실 메뉴에서는 우리 도서 에서 발간한 독서진흥을 주제

로 한 책자와 상자료 그리고 사업별 운 보고서 등을 볼 수 있도록 하 으며, 

국내외 독서진흥 사이트와 연결시켜 범 한 정보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 다.

3.3 어린이 담당사서 계속 교육 

이 서비스는 어린이 서비스 인력의 문성을 강화하여 창의 이고 능동 인 

어린이 담당사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 것이다. 한 교육에 참석한 담당

자 간 교류를 통해 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 다. 홈페이지에는 집합

교육과 사이버교육, 그리고 순회교육 과정에 한 모든 교재의 원문을 올려놓아 

교육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우리 도서 에서는 어린이 담당사서의 정

보서비스 개발을 한 체계 이고 지속 인 교육과 수요자 심의 ‘순회과정’ 교

육이 운 되며, 자기주도 인 학습을 지원하기 해 사이버과정도 개설하 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교육과정 3개 강좌가 4회에 걸쳐 운 되었으며, 담

당사서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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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웹진 <어린이청소년연구 e‐partner> 서비스 

이 웹진은 2007년 11월 1일 창간하여 월간으로 발행하는 자뉴스 터이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와 청소년 련 연구자  련 서비스 담당자들의 연구 활동 지

원을 해 제공한다. 수록 내용으로는 테마&소장자료, 책·논문 소개, 연속자료 

목차정보, 연구계 소식, 정보가이드 등 메뉴로 구성되었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

(http://www.nlcy.go.kr/section/web/web.asp)에 게재하는 한편, 어린이청소년 

연구자  서비스 담당자, 련분야에 심을 가진 이용자 등 15,000여 명에게 메

일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4. 맺음말 

지 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에서 어린이를 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서

비스 가운데 표 인 서비스를 소개하 다. 우리도서 은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도서 을 직  찾아오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한 다양한 서비스를 홈페이

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차 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확 하고 있다. 우리 도

서 의 이러한 노력은 2009년 홈페이지 방문자 수와 비교하여 2010년 같은 기간 

방문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때, 이용자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3) 

앞으로도 우리 도서 은 유용한 콘텐츠를 구축하는 한편, 정보화 시 의 흐름

에 맞춰 최신 기술로 시스템을 지속 으로 개선 보완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

소년과 학부모, 어린이 사서 그리고 아동문학 연구자들에게 다양하고 수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할 것이다. 

3) 2009년(1~8월) 홈페이지 방문자 : 738,845명 

2010년(1~8월) 홈페이지 방문자 : 1,714,2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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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보 고

국립국회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무토 토시유키(武藤 寿行)1)

머리말

국립국회도서 은 재 인터넷 등을 통한 디지털 정보의 극 인 증 와 유통이

라는 사회변화 속에서 지 까지 국립국회도서 이 짊어져 온 역할을 다하기 

해, 혹은 새로운 역할을 다하기 한 변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국립국회도서 은 디지털시  당 의 역할에 하여 당 이 짊어져야할 기본  

사명을 확인하고,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을 ｢국립국회도서  60주년을 맞아서의 

비 [통칭 나가오(長尾)비 ]｣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비 을 구체화함으로써 재

작년 ｢창조력을 낳는 새로운 지식․정보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 국립국회도서

의 노력-｣을 마련하고, 이 기본계획 하에서 사업․서비스마다의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도 사업을 정하여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립국회도서 이 올 

1년 동안 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 가운데 디지털 시 에 응하기 한 변

에 한 3가지 주된 노력의 개요와 그 과제를 소개합니다.

1. 토털도서관시스템과 새로운 이용자서비스의 실현

1.1 업무․시스템최적화의 추진

먼  토털도서 시스템과 새로운 서비스의 실 을 향한 노력에 해 소개하겠

습니다. 

1) 국립국회도서  총무부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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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회도서 은 2008년 ｢국립국회도서 ․시스템최 화계획｣(이하 ｢최 화

계획｣이라 함)을 마련하고, 이용자 본 의 서비스와 효율 인 업무수행을 가능하

게 하는 비용 비 효과 높은 정보시스템의 실 에 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을 기간으로 삼고 있는데, 년도는 정확히 간

에 해당합니다. 정보시스템은 국립국회도서 의 업무․서비스 모든 국면에 침

투하여 불가결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 까지는 각각의 업무․서비스마다 개별정

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 화계획 책정시 에는 40개에 

가까운 정보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경비가 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물건비(物件費)의 약 40%를 차지하기에 

이르 습니다. 최 화계획은 정보시스템자원의 낭비를 생략하고, 이용자의 편리

성을 높이기 해 인터페이스나 데이터구조의 표 화, 하드웨어, 소 트웨어자원

의 공유화, 나아가서는 유사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아울러 업무의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 차기 업무기반시스템의 도입

지 까지의 업무․시스템의 최 화 노력의 성과로 올해부터 내년에 걸친 시스

템개발의 주된 로젝트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1월에 당  소장 자료의 통합서지데이터베이스와 NDL-OPAC의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기반시스템의 차기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행 업무

기반시스템의 차기시스템은 당 의 독자 사양으로 개발․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운용비용이나 유연성과 상호운용성 면에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기시스템에

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해 다른 국립도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

 패키지 소 트 ｢Aleph｣를 도입하기로 하고, 재 일부 사양변경이나 외부 개

발, 데이터이행의 비와 패키지소 트에 맞춘 업무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 디지털아카이브

두 번째는 당 의  하나 기간시스템인 디지털아카이 시스템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 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수집, 보존, 제공을 통합 으로 담당하는 시스

템입니다만, 이 시스템은 년(2010년) 1월부터 운용을 개시하 습니다. 년 4

월부터는 개정국립국회도서 법(改正國立國 圖書館法)이 시행되어 국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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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서 발신하는 정보(이하 ｢인터넷 자료｣라고 함)를 이 시스템을 이용

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 2009년도 보정 산으로 실시 인 당  소장자료

의 규모 디지털화사업으로 작년도에 디지털화한 콘텐츠(1945년 이  간행 일

본도서) 22만 책도 년 9월부터 디지털 아카이 시스템에 투입되어 내에서 제

공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의 인터넷 자료의 제도  수집과 규모 디지털

화 사업에 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한 년도 에 이제

까지 개별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던 귀 서(貴重書) 화상데이터베이스와 아동서 

디지털라이 러리의 콘텐츠를 디지털아카이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각각의 시

스템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4 정보탐색 서비스시스템

세 번째는 정보 탐색 서비스 시스템에 해서입니다. 차기 업무기반시스템의 

가동에 맞춰 2012년 1월에 본격 가동할 정으로, 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정보탐색 서비스시스템은 당 이나 국내의 타기 이 제각기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지데이터나 콘텐츠에 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요구하는 정보로 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작년부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년 8월에 

｢국립국회도서  검색(개발 )｣(약칭 NDL Search)으로 견본  시스템을 공개

했습니다.

당 의 NDL-OPAC, 잡지기사색인, 종합목록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서지데이터는 물론, 근  디지털라이 러리, 귀 서 화상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제

공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그리고 국립정보학연구소(國立情報學硏究所), 립도

서 (縣立圖書館), 학도서  등의 타 기  서지데이터나 콘텐츠 등 43종의 데

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보탐색 서비스시스템의 실 에 의해, 종이매체자료나 디지털정보 여부를 불

문하고, 한 당  소장유무를 불문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신속히 안내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정보탐색 서비스시스템이 업무기반시스템이나 디지털아

카이 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 제휴함으로써 이용자 측으로부터 본 종합 인 도서

시스템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 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시스템의 자세한 설

명은 내일의 업무교류Ⅱ에서 실시할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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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정보 자원의 수집․보존․이용의 추진

국립국회도서 이 재 취하고 있는 주된 노력의 두 번째는 디지털정보자원의 

수집․축 ․이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증 되는 인터

넷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디지털정보의 수집․보존과, 당 이 소장한 자원의 디

지털화의 두 가지 분야, 그리고 타 기 과의 연계 력의 분야가 있습니다.

2.1 인터넷 자원의 제도적 수집

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과 이용에 해서

는, 2009년 7월에 국립국회도서 법이라는 작권법이 개정되어 올해 4월부터 국

가, 지방공공단체, 국립 학 등의 공  기 이 발신하는 인터넷 자료에 해서 

작권자의 허용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웹사이트에 해서는 월 1회, 도도부 (都道府県) 등의 웹사이트에 

해서는 연 4회 수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집은 주로 수집 로그램에 의

한 자동수집입니다. 수집한 인터넷자료의 이용에 해서는 종래 출 물과 마찬가

지로 내이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집을 개시할 때 인터넷 달을 할 

수 있도록 발신자의 허락처리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 지 까지 수집한 

실 부터 데이터 양이 상정한 것보다 커서, 스토리지(storage)의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 확장성에서 우수한 스토리지를 확보하는 노력과 함

께 추가․변경된 일만을 상으로 하는 차분(差分, 등 을 두어 나눔) 수집의 

실 을 향한 검토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2.2 민간 ｢온라인자료｣의 수집 제도화

한편 민간 웹사이트에 해서는 사립 학 등의 학술기 이나 국제 인 이벤트

에 한 웹사이트를 심으로 발신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세세하게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출 계에서는 Google books의 규모 확 나 자자료 단말기의 

보  동향 등 최근 자출 의 심이 높아지고 있어 자자료의 시장규모도 해

마다 확 되고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 은 국내의 지  자산인 민간이 발신하는 디지털정보의 수집․

보존이라는 과제에 응하기 해 우선은 도서, 순차 으로는 간행물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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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수집하기 한 제도의 본연에 하여 작년 장으로부터 納本制度審議

(납본제도심의회)에 해서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년 6월 동심의회로부터 제출

된 답신에서는, 자서 ․ 자잡지 등 종래의 도서  잡지에 상당하는, 완결한 

형태로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온라인 자료｣라고 정의하여 국립국회

도서 이 법 으로 수집할 수 있는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하 습니다. 이 답신

을 받고 재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한 제도 설계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출 계, 작권자 등의 계단체․기 과의 의를 거쳐 향후 1~2년에 걸쳐 

제도화를 실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2.3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다음으로 당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와 그 이용에 한 노력에 해서는, 작년 

작권법이 개정(2010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제도상 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국립국회도서 에서는 원본 보존 때문에 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인정된 것, 둘째는 장애자의 정보이용 기회를 확

보하기 해 국립국회도서 ․공공도서 ․ 학도서 ․학교도서  등에서 작

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텍스트데이터, 확 도서 등을 작성하여 장애자에게 제

공(온라인 달도 포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후자의 제도 개정에 수반

하는 장애자서비스에 해서는, 내일 업무교류Ⅰ의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필요한 범  내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보존을 한 디지털화에 해서입니다. 2009년도 보정 산으로 당  소

장자료의 디지털화 경비로 약 127억 엔의 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와 

년의 2개년에 집행하는 것이 인정되어, 재 디지털화 작업을 실시 에 있습니

다. 상 자료는 귀 서를 포함한 고 (古典籍) 자료 약 6만 책, 1968년 이  

간행된 일본도서(和図書) 약 64만 책, 일본잡지(和雑誌) 약 12,000종(2000년 입

수분까지), 박사논문 약 14만 책(1991~2000년도 입수분) 등입니다. 디지털화가 

종료되면, 일본도서에 해서는, 재 당 이 소장한 1968년 이 에 간행된 것 모

두가 디지털화되게 됩니다. 디지털화는 화상데이터뿐입니다만, 목차가 있는 것은 

목차의 텍스트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한 자료의 이용은 내 제공

이 기본입니다만, 일본도서 가운데, 1945년 이 (戦前期) 간행물  박사논문은 

작권 처리를 실시한데다가, 인터넷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  자

료는 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개합니다. 개정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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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에 근거하여 디지털화한 자료의 원본은 이용에 제공되지 않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종래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  등으로의 도서  간 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 디지털데이터를 이용한 체안에 해서 출 사, 작권자의 

계 단체 등과 의하고 있는 입니다.

한 당 이 실시하는 보존 목 의 디지털화에 해서는 계 기  등으로부터 

개정 작권법의  하나의 포인트인 장애자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

습니다. 당 은 활용 방법으로 작성한 화상데이터로부터 OCR 등에 의해 문(全

文) 텍스트데이터를 작성한 후, 내 는 다른 도서 , 혹은 장애자가 사용하는 

용 단말기에 달하여, 낭독 소 트 등의 열람지원 소 트를 이용하여 제공하

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년도에 그러한 방식

이 기술  비용 면을 포함하여 실  가능한지 실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한 실증 실험을 근거로 실시 계획을 정리할 정입니다.

2.4 관계 기관과의 제휴·협력

디지털 정보 자원의 수집․축 ․이용의 추진에 있어서의 세 번째 노력은 타 

기 과의 제휴․ 력의 진입니다. 디지털 정보 자원의 수집․축 의 국면에서

도 한 이용의 국면에서도 당 만으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답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도서  등과는 지 까지도 제휴․ 력해 온 실 이 있습니

다만, 디지털시 에는 다른 아카이 기 , 즉 박물 ․미술 , 문서  등과의 제

휴(이른바 MLA 제휴)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국회도서 은, 작

년도에 MLA의 실무자와 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 자원 라운드테

이블｣을 설치하여, 제휴 진과 공통의 과제 해결을 향한 의를 개시하 습니다.

한 그 에서도 디지털 정보 자원의 이용 면에서 도서 과 이해 립이 생길 

수 있는 출 사, 작권자 단체와의 제휴․ 력(이해 조정)도 피해 갈 수 없는 

요 과제  하나입니다. 당 이 실시하는 보존을 한 디지털화와 그 이용에 해

서 도서 , 출 사, 작권자의 단체로 구성된 계자 의회를 설치하여 의하

고 있습니다. 년도는 앞서 다룬 디지털데이터의 달을 포함한 도서 간 출

의 체조치를 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민간이 송하는 자자

료 등의 수집에 한 제도화에 해서도 이러한 계 기 과의 제휴․ 력은 필

수입니다.

게다가 국외 계 기 과의 제휴․ 력의 면에서는, 특히 지난번 조인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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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도서  이니셔티 (日中韓電子図書館イニシアチブ)｣를 들고 싶습니

다. 이 이니셔티 는 아시아 지역의 국립도서 간 자도서  제휴의 첫 시도이

며, 실 된다면 삼국 문화의 상호 이해를 한 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력하며 구체 인 성과를 올려가고자 크게 기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의 업무교류Ⅱ에서 자동번역을 둘러싼 기술  과제가 다 질 정입니다.

3. 조직․시설의 정비

디지털시 에 응하기 한 변 의 노력 가운데 마지막으로 조직 재편에 하

여 다루고자 합니다. 지 까지 업무․시스템 최 화와 디지털 정보 자원에 한 

노력을 말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을 원활하고 기동 으로 수행하기 한 체

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2011년)에 도쿄 본 의 조직 

재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당 의 자정보와 련된 서비스와 국내외의 제휴․ 력을 총 함과 

동시에, 정보 시스템의 기획․운용을 일 하여 사행하는 자정보부(電子情報部)

를 신설합니다. 당 의 자정보와 련된 서비스를 총 하는 부문을 강화함으로

써 통일 으로 일 된 정책 입안․ 외 제휴를 실 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지

까지 각 업무․서비스 부문에서 분산 으로 개발․운용되어 온 정보시스템의 개

발․운용을 자정보부에서 일 하여 담당함으로써 IT기술을 가진 인재를 집약

하여 업무․서비스의 최 화를 효과 , 효율 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

러 도쿄 본 의 총  하에 간사이 (關西館)에서는 계속하여 디지털 정보 자원의 

수집․보존․제공을 실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자 서비스 부문을 재편 통합하고, 이용자서비스부(利用 サービ

ス部)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행 자료제공부(資料提供部)와 주제정보부(主題情

報部)를 재편 통합하여 슬림화를 도모하고, 디지털 정보 자원과 종래 종이 매체

자료와의 하이 리드 인 서비스를 원활히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한 시설의 확충정비 노력으로써 국제어린이도서 (国際子ども図書館)의 증

축․개수를 한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고의 증설, 아동서 종합열람

실의 신설, 자료  자 정보 제공환경의 정비, 연수실 신설 등 아동서의 국가  

센터로서의 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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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재편, 시설 정비는 모두 내년도 산으로 편성되어 처음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라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

는 입니다.

4. 과제

이상으로, 국립국회도서 이 디지털시 에 응하기 한 변 에 련하여 주

된 세 가지 노력의 개요를 말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과제에 해 정리하여 

말 드리겠습니다.

4.1 관계 기관과의 이해 조정

하나는, 디지털 정보 자원의 활용의 분야에서는 도서 계와 출 업계, 작권자

와의 이해가 립하는 국면이 많아, 그 이해 조정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

털 정보 자원을 다른 출 물과 마찬가지로 수집하여 보존할 책무가 국립도서 에 

있습니다만, 수집한 디지털 정보의 제공, 특히 인터넷을 통한 송서비스에 해

서는 출 계와 작권자로부터 경제  이익을 빼앗긴다는 강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당 이 실시하는 보존을 한 디지털화와 이용에 련된 출 사․ 작

권자 단체와의 의 결과, 디지털화한 자료의 이용에 하여 제공은 내 한정이

라던가, 복사는 출력에 한정한다던가, 나아가 동시 이용자수에도 제한을 가한다

는 몇 가지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 이 수집한 인터넷 자료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의 이용

에 해서도 당면 기본 으로 내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향후 계 단체와

의 이해를 조정하여 당 이 그 사명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 - 컨  공공도서  

등에 한 달서비스- 구조 구축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년을 ｢국민독서의 

해(國民讀書年)｣로 삼고, 계 기 에 의해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립국회

도서 도 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입니다. 

년 12월에는 국제도서 연맹(IFLA), 세계복사권기구(IFRRO), 국제출 연

합(IPA), 세계지 소유권기구(WIPO)의 력을 얻어 ｢책을 읽는다는 문화 -디

지털 시 에 있어서의 개-창조성과 액세스를 기르는 수단으로써의 작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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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도서 계, 출 계, 작자 단체가 이해 립을 

넘어 공통의 가치를 찾아내는 계기가 될 것을 기 하고 있습니다.

4.2 예산 확보

두 번째는 산 확보 과제입니다. 어려운 나라의 재정 상황에서 내년도 산에 

해 더욱더 삭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개발․운용과 련한 낭

비를 배제하고, 업무․서비스를 효율 , 효과 으로 수행하는 것은 최 화 계획

의 한 목 입니다만, 한층 더 업무의 합리화를 추진해 가야만 합니다. 그와 동시

에 하게 진 된 IT를 이용하여 국회 서비스, 도서  서비스의 고도화를 도모

해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비의 감축과 서비스의 향상, 이것을 동시에 실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한편으로 재 실시하고 있는 규모 디지털화는, 작년의 편성 

산에 의한 것으로 년도에 한해서입니다. 앞으로도 일정 규모로 디지털화를 

계속해 가기 해서는 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3 인재의 육성․확보

마지막으로 인재의 육성․확보의 과제입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자정보부를 

신설하고, IT기술을 가진 인재의 효과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더

욱 더 고도화되는 IT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등용 

외에 당  직원의 교육․육성이 불가피합니다. 한 디지털 정보 자원을 둘러싼 

외 제휴․ 력, 섭외의 분야에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분야에서

의 인재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재의 육성․확보에는 즉효 약은 없습

니다. 긴 호흡의 견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일 업무 교류도 년으로 13회에 이르러, 지 까지도 상호 계발과 풍부한 

인재 교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알찬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 하며 보고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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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일본에서의 장애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경위와 도서관에서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미나미 료이치(南 亮一)1)

 

개 요

2009년의 작권법 개정은, 당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자유롭게 실시하는 것

을 인정하고, 한 장애자서비스를 한 작물이용을 큰 폭으로 완화하는 내용

이 되어, 당 에서의 장애자서비스의 확충을 작권 제도의 면에서 지탱하는 것

이 되고 있습니다. 당 에서는 이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장애자서비스의 실시를 

향한 검토를 개시했습니다.

이 보고에서는 검토의 계기가 된 2009년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에서 장

애자에게 정보 제공을 한 작권법 개정의 경 를 설명하고, 나아가 당 의 이

제까지 장애자서비스의 흐름과 재까지의 검토 상황에 해 설명하겠습니다.

1. 일본에서의 장애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경위

1.1 지금까지의 개정 흐름

1.1.1 현행법 제정 시 관련 규정의 신설(1970년)

재의 일본 작권법은 1900년에 제정된 구법을 면 개정하는 형태로 1970년

1) 국립국회도서  간사이  도서 력과 과장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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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정된 것입니다.

구법에서는 장애자에 한 정보 제공을 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이 때문에, 역(點譯)이나 음성역(音聲譯)을 실시하려면 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이(개정) 당시에도 역이나 음성역을 실시하기 해서 각처

로부터 작권자에게 허락 의뢰를 하고 있고, 무상으로 허락이 이루어지고 있었

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층 진 시켜 시각장애자의 복지 증진을 해, 역은 주

체와 이용 목 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음성역은 시각이 정상 인 분들이 

그 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입각하여, 자도서 (點字圖書館) 등이 시각장애

자에 한 출에 이용하는 목 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행 제37조가 마련

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마련할 때, 작가 단체는 ｢복지는 국가가 실시하는 것. 작

권자의 부담 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 했습니다만, 결국 그 로 제

정되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자 이외의 장애자에 한 정보 제공의 편의를 도모하기 한 

규정은 이 당시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1.2 점자정보의 디지털화에 수반하는 복제․송신의 자유화·특정 시설에서의 

실시간 자막의 인터넷 전송 자유화(2000년)

이처럼 행 작권법 제정 때에는, 자도서의 작성은 거의 자유롭게 할 수 있

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만, 녹음도서의 제작은 자도서  등에서만 자유롭게 실

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  등에서의 시각장애자서비

스가 시각장애 당사자로부터 강한 요망을 받아 1969년 도쿄도립히비야도서 (東

京都立日比谷圖書館)에서 개시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도 반 하고 있는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행 작권법의 제정이 있은 뒤, 시각장애 당사자가 심

이 되어 공공도서 에 한 이용을 내걸고 활동한 결과, 차츰 서서히 공공도서

에서도 녹음도서의 제작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1975년 1월, 작가 단

체가 도내(都内) 공공도서 의 녹음서비스에 클 임을 걸고, 그것이 국지에 보

도된 사건이 발생하여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 사건

을 계기로 허락 없이 녹음도서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로 국립국회도서 , 공공도

서 , 학도서 , 학교도서 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 앞

서 말한 작가 단체의 강한 반 도 있어, 사태는 좀처럼 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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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PC를 이용한 역의 보 과 인터넷 보 에 따른 인터넷상에서의 

자데이터 송이 실 되어, 이러한 행 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작권법의 개정이 요망되게 되었습니다. 한 당시 정부 체가 장애자를 

상으로 한 정보 제공의 충실 등의 조치를 포함한 장애자의 사회활동 참가를 진

하는 노력이 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① 자데이터를 로피 

디스크나 CD-ROM 등 자매체에 고정하여 건네주는 일, ② 자데이터를 인터

넷을 통해 송하는 것에 해 작권자로부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실시할 수 있

도록 작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자 정보제공시설 단체

에 의해 운 되는 인터넷상의 자 데이터베이스 ｢나이 넷(ないーぶネット)｣에 

의한 자데이터의 송신이 본격 으로 운용되었습니다.

한 청각장애자에게 방송 내용을 자막화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에 해 

작권자로부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실시하는 것을 인정한 규정도 이때 마련되었

습니다.

1.1.3 특정 시설에서 음성데이터의 인터넷 전송의 자유화(2006년)

이처럼 자데이터의 송에 해서는 허락 없이 실시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

다만, 시각장애자  자 식자율(識字率)이 낮고(약 10%), 다수의 경우는 녹

음도서에 의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송서비스가 인정되지 않은 

재 상태로서는 직  방문이나 우편 수취에 의해, 녹음도서를 입수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시각장애자로서는 어느 수단도 큰 부담이며, 한편으로 정상 인 시각

을 가진 사람에 비해 방문이나 우송에 필요한 시간만으로도 정보 수집에 별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1997년 IFLA에서 디지털 녹음도서의 국제표 규격인 DAISY 포맷이 

정해짐으로써, 일본에서도 1998년부터 장애자 복지를 소 하는 후생성( 재의 후

생노동성)이 극 인 보 시책을 실시했기에 자도서 을 심으로 이 포맷의 

보 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자도서 에서는 녹음도서의 인터넷 송

을 한 환경이 정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 로 2004년부터 자도서

 등의 단체가 ｢비 리오넷(びぶりおネット)｣이라는 녹음도서의 인터넷 송서

비스를 시작했습니다만, 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일에서부터 별로 등록되어 있

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해, 정보통신기술이 가져온 이익을 사회  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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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시킬 수 있도록, 종래에는 ｢특정 시설｣에 한하 지만, 작성한 음성데이터를 

시각장애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송하는 것을 자유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의 개요

2.1 배 경

이상과 같이 장애자에 한 정보 제공을 원활히 하기 한 규정은 시각장애자 

등에 한 정보제공환경의 발달에 따라 서서히 확장되어 갔습니다만, 자에 의

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도서  등이 제작의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이나 

음성역 이외의 방법, 를 들면 확 사본, 텍스트데이터의 작성 등에  응하

지 않았습니다. 한 작권자로부터의 허락을 얻지 않고 제작을 할 수 있는 주체

로서 공공도서  등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므로, 공공도서  등에서의 시각장애자 

등에 한 정보 제공은 답보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습장애, 상지(上

肢)장애, 고령, 발달장애 등의 이유로 문장을 읽는데 곤란한 사람이 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한 녹음도서 등의 제공이 곤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 2004년 4월, 문 작가의 단체인 사단법인 일본문 가 회

(日本文藝家協 )와 도서  단체인 일본도서 회(日本圖書館協 )와의 사이에

서 정이 체결되고, 사단법인 일본문 가 회가 작권을 리하는 작물의 음

역(音譯) 자료의 작성 시 이용 허락을 일  실시하는 구조가 정비되었습니다. 다

만 상이 사단법인 일본문 가 회의 리 작물로 한정되고 있으므로, 시각장

애자 등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불충분하 습니다.

2006년에는 국제연합에서 ｢장애자의 권리에 한 조약｣이 채택되고, 일본도 

2007년 9월 28일 이에 서명하여, 정부의 장애자 시책에서도 장애자의 정보 근 

확보의 계가 시됨으로써 지 까지의 장애자 복지, 장애자의 사회참가라는 목

에서 장애자의 정보 근 확보와 정보 격차의 시정을 목 으로 한, 보다 범

한 내용의 규정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 개정법은 2009년 6월 12일 성립하여 같은 달 19일에 공포되고, 일부

를 제외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자서비스 련 규정은 이 

날 시행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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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용

장애자서비스 련 규정의 개정은, 시각 계의 것은 제37조 제3항의 개정에 

의해, 청각 계의 것은 제37조 2의 개정에 의해, 각각 행해졌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해 설명하겠습니다.

2.2.1 제작 주체의 확장

지 까지는 자도서  등 시각장애자의 복지 증진을 목 으로 하는 시설로 한

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국립국회도서 , 공공도서 , 학도서 , 학교도서

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이러한 도서 에서 녹음 도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작권자로부터의 허락이 불필요해졌습니다.

2.2.2 제작 방법의 확장

지 까지는 녹음물 제작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문자나 그림 등의 확 , 텍

스트데이터의 작성, 멀티미디어 DAISY의 제작, 만지는 그림책의 제작, 지  장애

자를 한 내용의 수정(rewrite) 등 장애자의 상황에 알맞은 제작이 가능해졌습

니다.

2.2.3 제공 대상자의 확장

지 까지는 시각장애자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기타 시각에 의한 표 의 

인식에 장애가 있는 사람｣ 즉, 학습장애․상지장애․고령․발달장애․지 장애 

등을 가진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2.4 제공 방법의 확장

지 까지 제작한 물건은 출 는 인터넷 송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만, 그

로 장애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기나 약품 설명서 등의 

문장을 음성역하거나 텍스트 데이터화하여 그 기록 매체를 교부하는 등의, 이른

바 ｢ 라이빗 서비스｣에 해서도 본 조항을 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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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유의점

다만, 이 조항을 용하기 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①문장이나 그림, 사진 등의 ｢시각에 의해 그 표 이 인식되는 방식

에 의해 공 에 제공되거나 는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 것, ②장애자 등

이 시장에 의해 입수 가능한 것은 제작 상물로부터 제외된 것, 두 가지입니다. 

특히 ②에 해서는, 제작 단계에서 제작 상물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지의 확

실한 확인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2.6 가이드라인의 책정

이 조항을 원활히 운용하는데 일조하기 해 작권자 등의 단체와 의를 바

탕으로, 도서  단체가 ｢도서  등의 장애자서비스에서 작권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한 작물의 복제 등에 한 가이드라인｣을 2010년 2월 책정했습니다. 각 단

체에 소속한 시설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행하기 해 제 수속을 재검토하고, 일

부에서는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2.2.7 청각장애자 전용의 규정

이 법 개정에서는 청각장애자에 한 규정의 개정도 시행되어 방송 로그램의 

자막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의 정보 제공이 

허락 없이 실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청각장애자 이외에 청각에 의한 표

의 인식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도 상이 넓 졌습니다. 다만 범 한 부분에

서 용받을 수 있는 시설․단체의 범 가 여 히 청각장애자 정보센터 등으로 

한정되고, 도서 (국립국회도서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용되는 것이 화

나 음성에 자막을 달아 청각장애자 등에 출하는 것으로 한정되었습니다. 한 

자막이 있는 화를 출하기 해서는 보상 을 지불해야만 하기에 도서 에 

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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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국회도서관에서의 주된 시각장애자 서비스의 연혁

3.1 학술문헌 녹음서비스의 개시와 DAISY화

당 에서의 녹음도서 제작은 앞서 실시되고 있던 공공도서 이나 자도서

에서는 제작이 곤란한 학술문헌의 녹음도서 제작의 요구가 재삼 이 진데 응한 

것으로, 1975년에 시작했습니다. 제작은 국의 시각장애자가, 국립국회도서 에 

해 장애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 이라는 등록한 기 인 ｢ 수기 (受付

館)｣을 통해서 실시한 의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수기 을 통해서 출․반환

하고 있습니다. 당 에는 출용 테이 의 더빙과 수기 과의 테이  교환을 

사회복지법인 일본 자도서 (日本点字図書館)을 통해서 실시해왔습니다만, 1998년 

4월부터는 당 이 직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제작은, 당 에는 직원이 했습니

다만, 음역(音譯) 작업․교정 작업 순서로, 외부의 녹음원․교정원에게 의뢰하게 

되어, 제작 업무가 간사이 으로 이 된 2005년도를 기 으로, 제작 업무 체를 

외부 탁하고 있습니다.

DAISY 방식에 의한 녹음도서의 제작은 2000년도 보정 산으로 카세트테이  

30종을 DAISY 도서화했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 후,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카세트테이 의 DAISY화를 실시했습니다. 신규분 DAISY 방식에서의 제작은 

2003년도 제작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말의 총제작수는 카세트테이  2,112종(28,281권), 음성 DAISY도

서 728종(794매)이고, 2009년도 1년간 제작 수는 음성 DAISY도서 42종(52매)이

었습니다. 한편 2009년도의 출 수는 카세트테이  161종(2,135권), 음성 

DAISY도서 289종(297매)이었습니다.

 

3.2 점자도서․녹음도서 전국종합목록의 편찬 개시와 데이타베이스화

자도서와 녹음도서의 최 한 활용을 해서는, 종을 월한 국 인 도서

간 상호 차의 실시가 불가결합니다. 이 때문에 필요한 툴로서 국 인 종합

목록 제작의 요망이 계단체로부터 해지고 있던 것을 받아서, 1980년도에 종

합목록의 비 작업에 착수하여 계 기 ․단체에 한 편찬 력의 호소를 실시

한 후, 다음해부터 실시체제를 정돈한 뒤, 1982년 3월 최 의 종합목록을 간행했

습니다.(1998년 3월에 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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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년 후인 1986년에는 이를 데이타베이스화하여, 도도부 립(都道府縣

立)․정령(政令) 지정 시립도서  외, 일부 자도서 에 온라인 제공을 개시했

습니다. 한 1995년에는 CD-ROM화(연 2회 발행)를 실시함과 동시에, 참가 기

에서의 제작착수 정보를 당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  홈페이지에서의 종합목록 자체 공개는 2003년 1월부터 시작되어, 월 1회 

갱신하고 있습니다. 재는 당  소장목록 데이터베이스 ｢NDL-OPAC｣의 한 데

이타베이스로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말 재, 종합목록에 참가하는 기 수는 당 을 포함하여 243 , 서

지 건수는 443,544건이 되고 있습니다.

4. 당관의 장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둘러싼 상황 진전

으로의 대응

4.1 학술문헌 녹음테이프 등의 이용 대상자 확대 등(2009년)

앞서 언 한 2009년 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심의회에서의 검토 동향을 시작으

로 한 장애자를 둘러싼 상황의 큰 변화를 맞아, 녹음도서가 보다 많은 장애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 까지 18세 이상의 시각 장애자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시

각장애, 기타 이유에 의해 학술문헌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으로 확 함과 

동시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사람이라도 이용 가능토록 

했습니다.

4.2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시각장애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규정으로의 대응방안법의 결정(2010년)

당 에 있어서도, 앞서 말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2009년 개정 작권법의 

운용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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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규모 디지털화사업에 의한 디지털화 자료의 시각장애자 등에 대

한 접근(accessibility) 확보를 둘러싼 검토의 개시(2010년)

2009년 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움직임 등을 근거로 하여, 2009년부터 2년 계

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  소장자료의 ｢ 규모 디지털화｣에 의해 디지털화한 자

료를 심으로써 당 소장 자료에 한 시각장애자 등의 근성 확보를 향한 검

토를 2009년 반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2일, 향후 계 제 

기 과의 의를 향한 기본 인 생각을 ｢시각 장애자 등으로의 서비스에 한 기

본  고찰｣이라는 문서에서 정리하 습니다. 그 에는 상자의 범 를 앞서 말

한 가이드라인의 용을 받는 사람으로 할 것, 디지털화한 자료는 문 텍스트데

이터를 작성하여 용 단말기로 이용할 것,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앞서 

말한 학술문헌 녹음도서의 틀로 응할 것, 당  작성한 DAISY 자료를 네트워크

상에서 달할 것, 당   다른 도서  등이 작성한 것의 활용을 구체화하도록 

도모할 것, 앞서의 ｢ 자도서․녹음도서 종합목록｣과 시각장애자 단체가 국가의 

산으로 작성하고 있는 시각장애자 등의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사페도서

(サピエ図書館)｣과의 동시검색을 가능하게 할 것을 방침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서에 근거하여 계 단체와의 의를 실시하고, ①OCR를 이용

한 디지털 화상의 문 텍스트화 작업, ②텍스트데이터 작성에 한 실증 실험, 

③텍스트데이터 검색․표시에 한 실증 실험, ④실증 실험에 계한 조사  평

가 지원의 네 가지에서부터 구성됩니다. 문 텍스트화․검색의 실증 실험을 병

행해 나가 과제 등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진행한 검토에 근거하여 2011

년도 에 실시계획을 책정하고, 이 계획에 근거하여 제 시책을 실시할 정입니다.

5. 국립국회도서관에서의 디지털화 자료의 시각장애자 등에 

대한 활용을 둘러싼 과제

앞서 말한 ｢ 규모 디지털화｣에 의한 디지털화 자료는, 2009년 작권법 개정

에서 당  소장자료를 보존하기 해 디지털화하는 것을 인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디지털화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 규정의 제정으로 작권자의 경제  이익에 

한 향을 가능한 한 이기 해, 작권자․출 사 단체와의 의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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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활용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에 근거하여 디지털화의 방법이 화상데

이터의 작성으로 한정된 결과, 시각장애자 등에 한 근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술한 실시계획은 이 시각장애자 등에 한 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상 인 

시각을 가진 분들과의 정보 격차를 시정하기 한 시도가 될 정입니다만, 이를 

실 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1 교정 작업의 정확도 수준의 설정

일본어 자료의 OCR 기술은 발  과정의 단계이므로, 인쇄 상태에 따라 그 식

자율의 정확도에 격차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자 등의 요구를 만족시킬 

문자정보의 낭독 기능을 실 하기 해서는 교정 작업이 필수가 됩니다. 필요한 

정확도의 설정에 따라서는 교정 작업의 비용이 고액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 수

의 설정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5.2 구조화 작업의 실시 범위

시각 장애자 등이 빠르게 목 한 것에 도달하는 것을 지원하기 해서는, 목차

나 페이지 등의 구조를 반 시킨 구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조화 작업을 

실시하면 비용은 물론, 구조화 작업에 필요로 하는 기간만으로 데이터의 제공이 

지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신속한 제공을 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구조화보다 데이

터 제공의 신속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화를 어느 

범 에서 실시할지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5.3 제작 요망에 대한 대응

당 이 화상데이터를 작성하는 범 는 앞서 말한 ｢ 규모 디지털화｣사업의 

상 자료로 일단 한정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컨  도서에 해서는 1968년까지 

간행된 것만을 상으로 하고 있도록, 비교  오래된 자료가 상이 되고 있습니

다. 술한 학술문헌 녹음도서의 제작이 요망되는 자료는 비교  새로운 자료가 

많아서 그 요망에 한 응이 필요합니다. 한 화상데이터 작성이 끝난 경우에

도 텍스트 데이터화에 쓰일 수 있는 경비의 계로, 어떠한 형태로든 선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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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안 됩니다. 이 선정 방법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5.4 전송시스템의 정비

송을 실시하려면 작권자나 출 사의 경제  이익에 미치는 향을 이기 

해 달처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 하기 한 송시스템

이 당 에는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개발하고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한 개발 경비 등을 얼마나 마련할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5.5 타 도서관이 작성한 데이터 수집의 구조 등 검토

시각 장애자등의 정보 근 환경의 개선을 해서는 다른 도서  등이 작성한 

DAISY데이터를 당 이 수집․보존하여 달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생각됩니

다. 다만 이를 실 하기 해서는 그 수집의 구조와 구체 인 방법, 검색시스템 

구축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 의 소장자료, 특히 디지털화 자료를 시각장애자 등에게 근하기 쉽도록 

하기 해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04  제13회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주제발표 2

국립국회도서관 검색과 한․일 자동번역의 현황 및 과제
 

나카야마 마사키(中山 正樹)1)

오늘은 ｢국립국회도서  검색과 한․일 자동번역의 황  과제｣라는 제목으

로, 2010년 8월 17일 견본 을 시험 공개한 ｢국립국회도서  검색｣(통칭：NDL 

Search)과 그  실 되려 하는 ｢한․ ․일 번역서비스 기능｣의 황과 과제에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덧붙여 이 시스템은 2012년 1월 정식공개를 목표로 구

축 인 것으로, 향후 사용자 등의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 으로 개발하여 기능 추

가를 시행합니다. 그러한 기능 강화의 하나로서 한․일 번역 기능의 구축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1. 국립국회도서관 검색(NDL Search)이란

국립국회도서  검색은 국내의 각 기 이 가진 풍부한 ｢지식(知識)｣을 활용하

기 한 근 (access point)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검색 서비스입니다. ｢당

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책자체(冊子体)와 디지털화된 화상, 텍스트, 음성 등 다

양한 형태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신속하고 확하

게 속 는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 당 이 소장한 도서․잡지 등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것 외에 도도부 립

(都道府縣立)도서 , 정령(政令) 지정 도시의 시립도서  장서, 국립국회도서  

디지털아카이  포털(PORTA)이 수록하고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도 찾을 수 있

습니다.

1) 국립국회도서  총무부 정보시스템과장



도서관 Vol.65 No.1․2 (2010년 12월)  205

2. 2012년 1월의 서비스 이미지

국립국회도서  검색은 종래의 도서  이용자, 도서 원 뿐만 아니라, 넓게는 

일반 이용자, 각종 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개인, 기업․단체의 사람 등의 이

용자도 포함하여 폭넓은 범 의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  검색의 용도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

니다.

○ 일반 인 검색․열람(GUI에서의 이용)

  ‣ 당 이 소장한 각종 자료를 상으로 한 검색을 웹상에서 실시한

다.(NDL-OPAC)

  ‣ 당 이 소장한 잡지 기사를 상으로 한 검색을 웹상에서 실시한다.(잡지

기사 색인)

  ‣ 일본 안의 도서 이 소장한 도서를 상으로 한 검색을 웹상에서 실시한

다.(공공도서  종합목록)

  ‣ 당   제휴 기 이 소장한 디지털 자료나 참고 기록 등을 도서나 잡지 

기사와 함께 웹상에서 검색한다.(통합 검색 서비스)

○ 정보의 재이용(API에서의 이용)

  ‣ 국립국회도서  검색의 결과를 이용자 자신의 웹 서비스 상에서 이용한

다.(검색 결과 API 제공기능)

  ‣ 국립국회도서  검색의 수록데이터를 정리하여 입수하고 이용한다.(메타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 서비스․기능의 재이용

  ‣ 국립국회도서  검색으로 개발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각 기 ․기업이 작

성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매쉬업(mashup)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원)

  ‣ 국립국회도서  검색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구․개발에 이용한다.(시험

장(testbed) 환경의 제공)

  ‣ 국립국회도서  검색을 해 개발된 오  소스․소 트웨어를 이용한다.

(도서  시스템으로서 오  소 트웨어(OSS)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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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도 개발 판의 도달점

2009년도 개발 은 2009년 8월에 시스템을 시험용으로 공개했습니다. 공개 당

부터 상외로 많은 속이 있어 응의 하를 불 습니다만, 각종 미디어․

트 터․블로그․소셜 북마크 등에서도 많이 언 되어 체로 호의 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색시스템으로써 기본 인 기능은 갖춰져 있고, 한 서지정보의 

정기 인 등록갱신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응 등이 개선되면 충분히 

실제 이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 주된 기능

과 시스템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주된 서비스

○ 기본기능

  ‣ 재 34개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한 약 5,500만 건의 문헌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상은 http://iss.ndl.go.jp/information/target/을 참조)

  ‣ 문(全文) 텍스트화 된 자료에 해서는 서지정보뿐 아니라 본문의 문

검색이 가능합니다.

  ‣ 종합검색의 결과에 해서 가능한 입수 수단을 안내합니다.

     (가까운 도서 , Amazon、GoogleBookSearch 등으로도 안내).

○ 검색지원기능

  ‣ 연상 검색, 유의어․동의어 검색 등을 이용하여 검색을 지원합니다.(퍼지

검색(fuzzy search) 기능)

  ‣ ｢일본어⇔ 국어｣ ｢일본어⇔ 어｣의 번역검색․번역표시를 할 수 있습니

다.(번역기능)

○ 검색 결과의 분류기능

  ‣ 복수의 기 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일 자료를 정리하여 표시합니다.(서지

동정기능(書誌同定機能)) 

    * 역자주 : 복수의 검색기 이 동일한 자료를 가진 경우, 하나의 코드로 

표시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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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를 달리하는 동일 작을 인  표시합니다.(책자체, 디지털 콘텐츠 등

의 분류)

  ‣ 검색 결과는 합도순(검색어에 한 각 자료의 련성이 높은 것 순서)

으로 배열합니다.

○ 추출기능과 재검색기능

  ‣ 자료종별, 소장  등으로부터 추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패싯(facet)검색)

  ‣ 련 키워드 등으로부터 재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소러스검색, 연

상검색 등)

○ 북마크 기능

  ‣ 서지 정보의 고정 URL 표시, 트 터에의 투고 기능, 검색 결과 알람의 동

 RSS 달 기능 등, 검색 결과를 활용하기 한 다양한 부  기능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서비스 제휴기능

  ‣ 이 서비스를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이용하기 한 각종 표 인 AP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 시스템 이미지

국립국회도서  검색개발 에서는 오  소스의 통합 도서  시스템인 Next-L Enj

u2)를 코어로, Heritrix, Hadoop, GETAssoc,3) WordPress라는 OSS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부분의 소 트웨어는, 장래 으로는 OSS로

서 공개하여, 공공도서  등에서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별지 

시스템구성도를 참조)

2) Next-L Enju란 학 등의 연구자가 개발한 오 소스의 도서  시스템.

3) GETAssoc란 국립정보학연구소(国立情報学研究所 -NII), 연상정보학연구개발센터(連

想情報学研究開発センター)가 개발한 연상검색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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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년도, 내년도의 개발 예정

시험용으로 공개한 시스템에 해서는 이용자의 의견을 반 하여 보다 사용하

기 쉬운 시스템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앞으로 인터넷으로 보 하고 있는 서비스, 

실증 실험 등으로 실용화가 검증된 기술을 극 으로 채용하고, 순차 으로 기

능 강화를 실시할 정입니다. 재 상정하고 있는 주된 기능 강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4.1 2010년도 기능 확장 개발

검색, 수집․조직화, 네비게이션, 이용자 부가가치기능 등 본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이용자 공통 인 기능․성능 개선.

4.2 2011년도 기능 장 개발

국회 계자․아동․장애자·도서  방문자 등 독자 인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한 기능.

5. 외부 기관․서비스와의 제휴 방침

디지털네트워크시 에 이용자로부터 요구되는 서비스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은 외부 기 과의 제휴 력이 필수로, 당 은 극 으로 

제휴 력을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제휴의 자세로써 다음과 같은 방침을 내걸

고 있습니다.

5.1 메타데이터의 수집 또는 횡단검색 등에 의한 통합검색서비스

의 제공

외부 기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해당 기 ․서비스의 

허락을 얻어 수집, 혹은 횡단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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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외부 웹 서비스와의 제휴에 의한 서비스 제공(매쉬업 서비스)

외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상검색서비스나 기계번역서비스 등의 웹 서비스를 

유기 으로 조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검색서비스를 실 합니다. 한 외부 정

보서비스로의 효과 인 네비게이션을 실 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탐색을 지원

합니다.

5.3 콘텐츠의 통합 이용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유용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검색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기 에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API 실장

(實裝, 설치  장착) 등을 지원합니다.

5.4 연구개발,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제휴

편리성이 높은 시스템 구축을 해서는 재로서 확립한 기술만으로는 실 이 

곤란합니다. 학의 연구실, 민 의 연구기 , 벤처기업 등에 의한 각종의 정보기

술과 련된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해서, 당 의 정보 자원을 이용한 실용화․

실증 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의 장을 제공합니다.

6. 실시 중, 실시 예정인 실증 실험

실용화 실증 실험으로 재 실시 , 실시 정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縣) 지역의 시정 립( 町村立) 도서  장서목록의 검색

  ◦ 서지 동정(同定)·집약(集約) 표시의 정 도 향상

  ◦ 싱 사인온(Single Sign-On) 실  방식의 검증

  ◦ 문(全文) 텍스트화․ 문 검색

  ◦ 한․ ․일 번역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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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중․일 번역 실험

7.1 경위

NDLSearch의 검색 상 상당수는 일본어 자료입니다만, 당 의 아시아언어

OPAC을 비롯하여 통합검색 상에는 한국어, 국어의 문헌도 포함됩니다. 이용

자가 일본어로 검색해도, 타 언어의 자료는 검색․열람할 수 없어 해당 언어로 검

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입력해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검색

하고, 그 검색 결과도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다른 언어의 자료도 이용이 용

이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7.2 2009년도 시스템에서의 실장(實裝, 설치 및 장착)

2009년도 개발 시스템에서는,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의 ｢일 (日中)․ 일

(中日) 언어처리기술의 개발연구｣ (http://www2.nict.go.jp/x/x161/project.html)

의 실증실험시스템을 WebAPI 경유로 이용하여 검색키워드를 일본어에서 국

어로 변환하고, 국어 문헌 등의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실증실험시스템은 일 (日中)의 범용 인 용례 번역방법  과학기술문헌

의 번역․정보 검색용 사 을 반자동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한 재의 NICT 실증실험시스템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이외의 자연문(自然文) 

번역은 곤란하기 때문에 서지 상세화면에서의 번역은 Google의 번역 서비스를 이

용하여 서지 항목을 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3 2010년도 시스템에서의 실장(實裝)

2009년도의 시스템에서는 국어번역기능 밖에 갖출 수 없었습니다만, 한· ·

일 언어의 벽을 넘는 것은 요한 것이어서 한국어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진행

하고자 생각하 습니다. 순서가 뒤로 되어버렸습니다만, 한국어 번역의 실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NDL Search에서는 향후의 확장성으로 복수의 번역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어, 재 한국어도 번역할 수 있는 번역서비스로 실 이 있

는 (주)코덴샤(高電社)의 번역소 트웨어(http://www.kodensha.jp/)를 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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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고, 추가 실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코덴샤는 1979년에 설립되어 1990년부터 한일번역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

하고 있으며, 재 한국어․ 국어․ 어와 일본어의 방향의 텍스트 번역기능

(단어  자연문 번역)  웹페이지 번역기능(웹페이지 내 문 텍스트번역)을, 

패키지소 트웨어  웹서비스(ASP)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문 해석에 

해서는 룰베이스(Rulebase)를 이용하고, 조사, 조동사에 한 기법 등 한국어

의 특성에 맞춘 언어처리와 의미해석사 에 의한 번역어 최 화 처리가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사 으로는, 한국어는 일한(日韓) 35만 단어, 한일(韓日) 27

만 단어, 국어는 일 (日中) 35만 단어, 일(中日) 29만 단어를 갖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용자 사 도 추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일  번역으로 80% 이상, 일

한 번역으로 90% 이상의 인식률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체의 일본

어 홈페이지를 어․한국어․ 국어로 자동 으로 번역하거나, 형 포털사이트

로의 번역서버 도입 실 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어나 국어의 문헌을 일본어로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일본어

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한 일본어 문헌을 한국어나 국어로 검색하

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7.4 번역서비스의 흐름(별지 PPT)

번역서비스 흐름의 이미지는 별지와 같습니다.

NDL Search의 검색 화면, 서지 상세화면, 정보 보유사이트(목록, 본문, 웹

페이지)(실장 비 )에 두고, 번역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①검색 화면에

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일본어→한국어｣ ｢일본어→ 국어｣를 선택하여 검색 

실행을 합니다. ②키워드가 텍스트 번역 서버에 의해 번역되고, ③그 번역된 

키워드에 의해 문헌 DB를 횡단 검색합니다. ④검색처로부터 검색 결과의 서

지정보(원문)를 얻어 이용자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⑤｢번역 버튼｣을 

르는 것으로써 서지정보(원문)가 텍스트 번역서버로 번역되어, 이용자 화면

에 서지정보(번역 결과)가 표시됩니다.

게다가 서지 정보(번역 결과)에 있는 문헌페이지로의 ｢번역링크버튼｣을 

르는 것으로써, 그 페이지의 문 텍스트를 번역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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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한․중․일 3개국에 의한 검색, 번역의 실험(제안)

8월에 체결된 ｢한 일 자도서  이니셔티 정｣으로 내걸렸던 목표의 실

책으로써,

  ‣ NLC, NDL  NLK는, 메타데이터․스키마(schema)의 표 화, 정보서비

스(포털)의 통합  자정보로의 장기 액세스를 가능  하기 한 공동 

개발을 진한다.

  ‣ 각 도서 이 가진 각각 포털의 상호운용성을 높임으로써, 삼자의 통합  

정보서비스의 제1단계를 실 한다.

를 걸었습니다만, 이 합의를 토 로 한 최 의 공동 실험으로써 일본어, 국어, 

한국어의 언어 장벽을 넘은 실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NDL Search에서는, 재 일본 국내의 통합 검색처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 

국어 자료의 번역 검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방향에서 

검색․열람을 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선은 번역 기능의 실용성 검증을 

해서 NLK, NLC의 장서목록 등을 검색․열람 상으로 삼고자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 NDL Search로부터, NLK, NLC의 장서목록을 횡단 검색하고자 합니다.

  ‣ 이를 해 이용 가능한 통신 로토콜(SRU/SRW 는 Z39.50 등)의 종

별과 속을 한 URL 등의 정보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6월부터 NLC, NLK에 하여 각각 담당자 차원에서 구체 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한국, 국에서 실험 으로 이용가능한 번역시스템이 있다면 마

찬가지로 갖추도록 하는 것, 한 번역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해서, 3개국이 

력하여 용례집, 용어의 어휘에 충실하게 구성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를 각국의 포털시스템에 실장함으로써 언어의 벽을 넘어 각국이 보유하

고 있는 정보를 서로 검색․열람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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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털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NDLSearch는 우선 국내 여러 기 이 보유한 정보 자원을, ｢언제, 어디서, 구

라도, 소장 기 이나 매체의 형태를 불문하고, ‘정보’를 열람 혹은 내비게이션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기능이 실용화되면, ｢언어를 불문하고｣

도 목표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아가 각 도서 의 자료가 동일 혹은 유사한 자료라고 단할 수 

있도록, 교환되는 메타데이터의 기술 요소, 기술 규칙의 공통화나, 유의어를 악

하는 시소러스(thesaurus), 어휘의 차이를 흡수하는 온톨로지(Ontology) 등 언어

나 표 의 차이를 흡수하는 기술을 상호 교환하여 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맞아 조 도 틀리지 않는 검색이 가능해 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삼자의 통

합  정보서비스의 제1단계의 실 에 근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 정보 이익 활용의 촉진을 목표로 (과제와 향후)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정보 탐색 목 은 문제․과제의 해결이며, 회답이 게재된 

자료의 소재가 아니라, 회답 그 자체를 지식으로 얻는 것입니다. 재는 많은 이

용자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문제를 해결해가고, Google 등의 

검색 엔진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는 없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말하여 집니다. 이러

한 정보 환경 속에서, 지식․정보의 이익 활용을 진하기 해서는 종이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자료도 디지털화하여,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도

록 하는 일(가시화)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로, 종래의 단순한 정보 탐색에서 사실로서의 지식 검색으로 진

화시켜, 지식의 재이용에 의한 새로운 지식의 창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 하기 해서는 단순히 자료의 내용을 가시화하여 집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정보에 의미 으로 태그를 붙여(自動組織化), 지식으로 서로 련지어져(自

動集合知化), 이용자가 요구하는 지식으로 보다 확하게 추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지식으로써 유효하게 활용되기 해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시화｣에서 번역에 의한 언어 차이를 흡수하고, 한 ｢조직화｣, ｢집합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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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있어 정보의 기술 요소, 기술 규칙 등의 차이를 흡수할 수 있다면, ｢국가의 

문화․과학 유산에 한 용이한 인터넷․ 근을 제공하는 것, 풍부한 다문화․다

언어 콘텐츠를 일반 사람들에게 향유토록 하는 것, 학술 세계에 공헌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는 한․ ․일 자도서  이니셔티 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

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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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 보 고

지난 1년간의 진척

이가라시 마리요(五十嵐　麻理世)1)

국제어린이도서 은 년(2010년) 5월, 개  10주년을 맞이하 습니다. 올해는 

개  10주년과 2010년 국민독서의 해를 기념한 다양한 시회와 이벤트를 개최하

고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일본어 원서와 30곳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출 된 

번역 을 합해 약 300 을 시한 ｢일본발(日本發)☆어린이 책, 바다를 건 다｣

를 개최하 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아동서가 가장 많이 번역된 나라는 한국입니다. 

9월 18일부터 2011년 2월 6일까지 ｢그림책의 황 시  1920~1930년  - 어린

이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개최 입니다. 나 에 박물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  이후 10년간, '어린이 책은 세계를 이어주고 미래를 개척한다'는 이념 하

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보다 나은 서비스

와 기능을 확충하기 해 지 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

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은 한․일 업무교류에서 국제어린이도서 의 개요를 소개해 드

렸으므로 이번에는 지난 1년 동안에 새로 시작되었거나 강화된 업무  서비스에 

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제어린이도서관 중기활동방침 2009｣
2009년 12월 1일에 신  개 까지의 향후 6년간을 상으로 한 ｢국제어린이도

1) 국립국회도서  국제어린이도서  기획 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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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활동방침 2009｣를 마련하 습니다. 그 가운데 아래와 같은 국제어린이

도서 의 세 가지 기본 인 역할을 확인하 습니다.

1.1 아동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국내외 아동서  련 자료를 범 하게 수집․보존․제공함과 동시에 조사

연구, 연수, 정보제공 등을 통해 아동서와 어린이의 독서에 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1.2 어린이와 책이 만나는 장으로서의 역할

국내외의 아동서 제공, 각종 행사, 견학, 정보제공 등을 통해 모든 어린이를 

상으로 도서 과 독서에 친숙해지는 계기를 제공한다.

1.3 어린이책 박물관으로서의 역할

아동서에 한 시회와 이에 련된 강연회,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아동서가 

가진 매력을 리 일반에게 소개한다.

이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보다 범 한 이용자에게, 보다 효율 이고 효

과 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로 했습니다.

  ◦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한 활동 강화

  ◦ 인터넷 서비스의 확충

  ◦ 앙 과 일체 인 업무  서비스의 추진

  ◦ 국내외 계자기 과의 연계  력 강화

다음으로 이 활동방침을 토 로 수행한 각종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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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활동 강화

2.1 어린이와 책을 잇는 사람의 페이지 신설

2010년 3월 30일, 아동서비스 계자의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한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어린이와 책을 잇는 사람의 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일본 국내

의 각 지자체가 책정한 어린이독서활동 추진계획과 어린이의 독서활동에 한 조

사, 각종 자료리스트, 희 도서 의 아동서비스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ʻ
국내연수․강좌정보ʼ에서는 시․도립도서 과 련기  등에서 개최되는 어린이

책에 한 연수, 강좌, 강연회 등의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련기  등 링크

집'에서는 각지의 학교도서  지원센터와 아동서 컬 션이 있는 도서 ․ 학 등, 

약 300개 기 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일본국내의 어린이를 상으로 한 웹

사이트를 수집한 '키즈페이지 링크집'에서는 재 약 1,700건의 키즈 페이지를 게

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책을 잇는 사람의 페이지 : http://www.kodomo.go.jp/mediator/index.html)

2.2 국제어린이도서관 메일매거진 창간

2010년 3월 31일에 메일 매거진을 창간하 습니다. 도서 의 행사와 각종 서비

스 외에 국내외 아동서 련분야의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까

지 13호가 발행되었고 약 1,000명이 읽었습니다.

2.3 국립국회도서관 키즈페이지

2010년 4월 23일, '국립국회도서  키즈페이지'를 신설하 습니다. 나 에 상세

히 소개하겠습니다.

2.4 ｢어린이 독서활동추진 지원계획 2010｣
2010년 9월 2일, ｢어린이 독서활동추진 지원계획 2010｣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 드린 ｢국제어린이도서  기활동방침 2009｣를 토 로 아동서비스 

계자의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한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2014년도까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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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어린이도서 이 어떤 입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신 건설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지원내용은 재의 시설 면에서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독서활동추진 지원계획 2010 :    

http://www.kodomo.go.jp/profile/laws/suishin2010.html)

3. 인터넷서비스의 확충

3.1 자료의 디지털화

2010년 1월 6일, 국립국회도서 이 소장한 1955년 이 에 일본에서 간행된 아

동서의 문 화상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아동서 디지털라이 러리ʼ에 293종을 추

가하 습니다. 이로써 합계 1,980종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서 디지털라이 러리 :

http://kodomo4.kodomo.go.jp/web/ippangz/html/TOP.html)

5월5일, 디지털 뮤지엄 ‘그림책 갤러리의 ｢어린이 나라｣게재 작품검색’에 약 

3,200 의 화상을 추가하 습니다.｢어린이 나라｣는 2차  이  시기를 표하

는 그림 잡지입니다. 총 수록 화상은 약 4,800 이 되었습니다.

(그림책 갤러리 : http://www.kodomo.go.jp/gallery/index.html)

한, 작권법이 일부 개정(2010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국립국회도서 에 허

락 없이 디지털화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968년 

이 에 일본에서 간행된 아동서 약 38,000권, 1970년 이 의 아동잡지 551종을 차

례로 디지털화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한 자료는 국립국회도서 의 세 곳의 시

설 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이 에 간행된 아

동서는 작권 처리를 해서 인터넷에서 제공할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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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보제공의 확충

국내외의 아동문학상 결정 소식, 세계의 도서  련기 과 국립 아동도서  

뉴스 등에 한 정보 제공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34건,   2009년에는 

49건, 2010년에는 재까지 70건 이상의 뉴스를 했습니다.

(어린이와 책의 국내외 정보 :

http://www.kodomo.go.jp/resource/child/index.html)       

한, 4월 2일에는 개  10주년기념  2010년 국민독서의 해 기념 시 ｢일본

발(日本發)☆어린이책, 바다를 건 다｣의 자 시회도 공개하 습니다.

( 자 시  : http://www.kodomo.go.jp/anv10th/index.html)

4. 중앙관과의 일체적인 업무 및 서비스 추진

4.1 레퍼런스 서비스의 강화

보다 효율 으로 자료검색과 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국회도

서  체의 유기 인 업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도움이 되는 도서  자료와 웹사이트, 각종 데이터베이스, 련기  정

보를 특정 테마, 자료군 별로 소개하는 ‘리서치 내비’에서는 ‘아동서’에 한 조사

방법 안내를 수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내비(아동서) : http://rnavi.ndl.go.jp/research_guide/childbook/)

국의 도서  등이 하는 퍼런스 사례 등을 게재하는 ‘ 퍼런스 동 데이

터베이스에도 당 의 사례를 수시 추가하고 있습니다. 

( 퍼런스 동 데이터베이스 : http://crd.ndl.go.jp/jp/public/)

2010년 8월 5일부터는 지 까지 공공도서  등에 한정되었던 인터넷 경유문서 

퍼런스를 학교도서 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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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

5.1 도서관․관련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2010년 이후, 아동서비스 계자가 사례발표와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장으로 아동서비스 력포럼(가칭)을 개최할 정이며 그 비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한 재 문부과학성과 연계, 력하여 어린이의 독서활동에 한 정보를 효

율 으로 제공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 ․일 국민교류의 해’에 실시된 이후 한․ ․일 어린이동

화교류에도 력하고 있습니다.

(한․ ․일 어린이동화교류 : http://www.douwa-kids.com/ja/outline/index.html)　 

5.2 강연회

새로운 시도로서 사단법인 일본펜클럽과의 공동개최로 세계 각국의 아동서에 

한 이벤트를 ｢시리즈․지 , 세계 어린이의 책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동문학작가와 번역자, 연구자 분들이 각국의 아동서를 둘러싼 황

에 해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세계의 아동서가 가진 매력을 리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리즈 ․ 지 , 세계 어린이의 책은? :

http://www.kodomo.go.jp/event/evt/bnum/event2010-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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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어린이를 위한 정보제공

이가라시 마리요(五十嵐　麻理世)1)

1. 국립국회도서관 키즈페이지

기활동방침 2009에서도 확인했듯이 인터넷 서비스도 ‘어린이와 책이 만나는 

장’으로서 요하다고 생각하여 일본의 어린이 독서의 날인 2010년 4월 23일에｢

국립국회도서  키즈페이지｣를 신설하 습니다.

도서 에서의 조사 학습을 본격 으로 시작하는 등학교 3학년생 정도를 주

요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도서 에 흥미를 갖고 가까운 지역의 도

서 과 학교 도서 을 이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콘텐츠를 확충시

켜 나갈 것입니다.

‘키즈페이지’ 에서는 다음의 다섯 테마에 해 책과 돋보기 캐릭터가 안내를 합

니다.

○ 국립국회도서 을 알자!

   국립국회도서 의 역할과 역사, 하는 일 등을 소개합니다.

  ․ 장 인사

  ․ 국립국회도서 이란 뭘까요?

  ․ 국립국회도서 이 하는 일 : ‘도서 원의 하루’ 코 에서는 도서 에서 일

하는 사람의 하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견학에 해

  ․ 탐험합시다! : 어린이가 통상 들어올 수 없는 내를 가상 투어로 견학할 

수 있습니다.

1) 국립국회도서  국제어린이도서  기획 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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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어린이도서 을 알자!

   국제어린이도서 의 역할과 역사, 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 장 인사

  ․ 국제어린이도서 이란 뭘까요?

  ․ 국제어린이도서 이 하는 일 : ‘도서 원의 하루’ 코 에서는 도서 에서 

일하는 사람의 하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탐험합시다! : 어린이가 통상 들어올 수 없는 내를 가상 투어로 견학할 

수 있습니다.

○ 도서 이란 뭘까요?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등 도서 과 도서  서비스에 해 소개

합니다.

  ․ 도서 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여러 가지 도서

  ․ 질문함 : 등학생이 도서 에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도서 에만 있는 도구 등을 질문응답 형식으로 소개합니다(게

재 비 ).

○ 알아 시다!

다양한 책과 조사방법의 안내 등을 소개합니다.

  ․ 읽어 볼까? : 매달 다양한 장르의 조사에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고 있

습니다.

  ․ 조사 : 학교도서 과 참고도서(사 )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등학교 3학

년생을 상으로 한 조사방법의 가이드. 조사의 첫걸음으로 도서 과 참

고자료의 기 인 사용방법을 설명합니다(게재 비 ).

  ․ 키즈페이지 링크집

○ 도서  사

등학생이 도서 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편리한 용어를 사진과 함께 해설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Vol.65 No.1․2 (2010년 12월)  223

‘키즈페이지’는 어린이의 편의성과 근성을 고려하여 페이지 스크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성으로, 어린이가 집 력을 유지하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간략하게 하 습니다. 한, 라우  조작을 실감할 수 있게 마우스를 올리면 화

면이 변화하도록 하 습니다. 그리고 PC가 없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경우에도 사

용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는 인쇄할 때에 한 장의 용지에 들어가도록 설정해 두

고 있습니다. 편의성 면에서도 계속 으로 체크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국회도서  키즈페이지 : http://www.kodomo.go.jp/kids/index.html)

2. 중․고등학생을 위한 페이지

인터넷 서비스에 있어서도 아이의 연령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고교

생의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재 내용과 구성을 검토 입니다.

3. 아동용 OPAC

국립국회도서 의 ｢업무․시스템최 화 계획｣(2008년 3월 책정)에 근거하여 

국립국회도서  체의 시스템 최 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아동용 OPAC 개발에

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공개할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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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0년 7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개최한 제1회 

한·일 고문헌 연구교류회 회의에서 발표된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의 발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주 제 발 표

제1회 한·일 고문헌 연구교류회 자료

조사수집사업부 사업 개요

테라시마 쯔네요(寺島恒世)1)

국문학연구자료 은 1972년에 창립된 이래로 국내·외에 소장된 일본문학에 

한 원 (原典)자료 조사  수집을 주요 사업  하나로 삼아 활동해왔다. 2004년 

법인화에 따라 담당부서의 명칭이 문헌자료부에서 조사수집사업부로 바 어 

상이 되는 자료도 다소 확 되긴 했으나, 조사와 수집은 당 의 기간(基幹) 사업

으로 변함없이 요한 임무이다. 이하는 재의 당 사업부 사업에 한 간략한 개

요이다. 

1. 조 사

국의 연구자 약 200명을 조사원으로 하고, 그 조사원과 연계하여 원  

자료 소장기 (도서 , 문고, 사찰과 신사)에 직  가서 서지 사항을 심으로 조

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 기 은 재 100여 곳이다. 

조사는 기본 으로 조사카드 작성을 통해 진행하 다(주로 종이 카드를 사용

한 수기작업이지만 일부 근 자료를 심으로 PC를 사용한 방법도 도입).

1) 일본 국문학연구자료  조사수집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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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말 재 계로 약 38만 종을 조사하 다. 

2. 수 집

상기 조사에 입각해 각 소장기 에서 촬 허가를 받은 자료를 마이크로 필름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촬 하여 수집했다. 

2009년도 말 재 계로 약 19만 종을 수집하 다. 

3. 공 개

수집한 자료를 마이크로필름  사진의 형태로 일반공개 해왔다. 단 자료들은 

내 열람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원격지에 있는 연구자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최근에는 수집한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디지털화해 그 이미지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사업을 극 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카드도 ｢일본고  자료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터넷으로 공개하

고 있으며, 늘어나는 데이터를 수시로 추가해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근  자료는 ｢근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료의 디지털 이미지와 조

사카드 정보를 공개하고  수집원본  연구가치가 높은 것은 인출 하고 있다.

4. 연 구

조사수집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 조사원이 참가하여 실시하는 공동연구

로서 아래의 두 연구를 추진했다. 

｢왕조 문학의 유포와 계승｣　/ ｢19세기의 출 과 유통｣

두 연구 모두 2006년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이며 참가 조사원 약 40명과 연

계 하여 매년 활발한 활동을 개해왔다. 이는 2010년도에 완결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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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일본고문헌 조사 경위

오오다카 요우지(大高洋司)1)

국립 앙도서 을 포함한 한국, 만  국에 존하는 일본 고문헌을 상

으로 한 국문학연구자료 의 조사는 지 부터 약 10년 인 2001년에 마쓰노 요

이치(松野陽一)  장이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 보조 을 받게 되면서 본격

으로 시작하 다.

연구제목은 ｢구 식민지 소재 일본서 의 핵심자료 연구와 종합해설목록 작성

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 은 특히 한국과 만에서 식민지 시 에 축 된 일본 고문헌의 

서목을 종합 으로 악하고, 자료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어디에 

어떠한 책이 있는지 악하는 목록 정리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의 책이 있으며 그 

책이 어떠한 연구 의의를 갖고 있는지를 악할 수 있는 서지 해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을 포함하여 조사를 해 방문한 각국의 소장기 은 각각의 사정으로 성과

가 고르지 못했으나, 그 에서도 한국의 국립 앙도서 은 가장 많은 력을 해

주었다. 뒤에서 상세하게 소개하는 국문학연구자료 의 표 서지카드에 의한 조

사와 더불어 마이크로 필름에 의한 자료수집을 허락 받았다. 이하는 마쓰노  

장에 의한 연구보고를 요약한 것이다.  

　

1) 일본 국문학연구자료  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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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개요】

구 조선총독부도서  장서를 계승하여 발족했다. 일본 고문헌은 총독부 자료, 

국본, 한국본과 함께 보 , 리되고 있다. 쇼와(昭和) 년인 1926년부터 1945

년 3월까지 약 35,000책이 구입되었는데, 숙련된 일본인 사서가 있었으며, 총독부 

산이 풍족했기에 수  높은 장서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수집 상황으로 구미 

등 해외 문고나 도서  장서의 성격과는 근본 으로 다르며, 일본 국내의 규모 

도서 에 하는 장서를 갖고 있다. 

한 일본본에 해서는 총독부 도서  시 에 작성된 목록이 있으며, 재는 

한국 국립 앙도서  목록(한국어 )이 비치되어있는데, 후에 크게 진 된 일

본 고문헌의 서지학  연구성과가 반 되어있지 않고 근 의 복제본도 혼입되어 

있어 면 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사개요】

일본 고문헌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1999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비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2001년 4월부터 4년간의 서지조사카드 작성과 마

이크로필름 수집을 실시하 다. 정식 정에 의해 수집된 필름들을 국문학연구 자

료 에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특기할 만한 성과이다. 

　　   2001년도　　조사300종　 　수집198종

　　　 2002년도　　　　246종         298종

       2003년도        240종         292종

       2004년도        240종         200종

         　計　　　　 1026종　　　   988종

이후 재정 인 이유로 4년간 조사를 단한 시기가 있었지만 2009년 4월부터 

다시 재개할 수 있었다. 2009년도의 성과는 조사된 것이 105종이며 총 1,089종이 

조사 완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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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고서들이 많은데 특기할 만한 것은 교쿠테이바킨(曲亭馬琴)의 독

본(読本)인무소뵤에코쵸 모노가타리 후편(夢想兵衛胡蝶物語後編)의 자필 교정

본(瀧澤文庫장서인), 통지로 장황한 정방형 형태의 근세 기 사본인 센자이와

카슈(千載和歌集)(을류본  선본), 히노(日野)가문의 와카(和歌) 카이시(懷紙, 

어서 품속에 넣는 종이) 다발 등을 발견한 것으로 모두 일본 내에는 없는 자료

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재 국립 앙도서  목록에 입각한 카드조사가 일본 고문헌에 

해서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 다는 것을 보고하고 싶다. 앞으로는 일본인이 

한문으로 쓴 작물에 한 조사와 더불어 기존 조사에서 락된 부분을 보충하

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의의 일본 고문헌（소  ‘국문학’ 연구자료에 해서는 향후 한일 양

국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선별에 들어가도 좋을 시기

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이러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립 앙도서 에서 조해주기를 

부탁 드리며, 향후 연구교류회의 장을 통해 한국의 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

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순차 으로 자료 소개의 기회를 마련해주기를 바라

면서 발표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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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발 표

워크숍 ｢서지학의 한일비교와 조사카드 이용방법｣

오오다카 요우지(大高 洋司)1)․운노 케이스케(海野 圭介)2)

국문학연구자료관의 조사카드에 대해 ：제1회

국문학연구자료 에서는 주로 세목조사카드를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카드

의 앞면과 뒷면에는 각각의 자료에 해 체크해야 할 (1)~(32)의 항목이 표시되

어 있는데 이번에는 범 를 (1)~(14)로 한정하고 ｢刊｣, ｢写｣로 구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일본 고문헌의 서지를 채기하고 있는지 설명하기로 한다. 

｢(1)刊・写｣는 상이 되는 자료가 간본(刊本)인지 사본(写本)인지를 구분하

는 것이다. 사본은 손으로 필사한 책이며, 목 ・활자를 포함한 본(版本, 板本)

으로 불리는 간본과 비된다는 은 한국도 같을 것이다. 

　이번에는 우선 한국 국립 앙도서  소장의 간본  조사가 완료된 샘 카드 

3 (붙임참조)을 원본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겠다. 

샘 자료(간본)

  간본１. 죠큐키(承久記)(古5‐37‐54)
  간본２. 넨부츠소시(念仏草紙)(古5‐43‐16)
  간본３. 도사닛키쇼(土佐日記抄)(古5‐39‐16)

1) 국문학연구자료  연구부 교수

2) 국문학연구자료  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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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2)소장자명｣에는 물론 한국 국립 앙도서 이 들어간다. ｢(3)조사원 

인정 작품명｣과 ｢(6)소장자 정리 도서명｣에는 △표시가 있는데 이는 제목을 알 

수 없을 때, 소장목록을 참고하거나 조사원이 단해서 기입하는 칸이다. 간본１

은 특별한 기입이 없고, 간본2와 3은 제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복하여 기입

하 다.

카드의 ｢(4) (  )의 일부｣는 총서이거나 일정 규모가 하나로 묶여진 자료묶음 

안에 들어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5)합집상황｣

은 5책이 1책으로 합철되거나, 복수의 자료가 함께 필사되거나 간행된 경우에 사

용한다. 간본１~３의 카드 모두 기재된 것이 없다. ｢(7)정리번호｣는 설명을 생략

한다. 

｢(8)외제(外題)｣는 책 표지에 기재된 서명이다. 아래의 5개의 호는 모두 

요하다. 

（簽・直）： 제첨(題簽)에 기입되었는가, 혹은 표지에 직  기입되었는가

（書・刷）： 손으로 직  썼는가, 인쇄한 것인가

（原・後）： 최 의 서명인가, 나 에 추가된 서명인가

（左・中）： 서명이 표지의 왼쪽에 있는가, 앙에 있는가

（単・双）： 외제의 주변 테두리가 단변(単辺)인가, 변(双辺）인가. 테두리

가 없는 경우나 3개인 경우 등도 있다. 간본1은 원제첨으로 변

이며, 간본２는 제첨이 벗겨져 외제를 알 수 없는 것이며, 간본３

은 테두리가 없는 것이다(와카나 모노가타리(物語) 등 일본문학 

계통의 서 은 부분 테두리가 없음).

｢(9)내제(内題)｣는 본문의 첫 페이지에 기재된 서명이다. 이에 하는 것으로 

비제(扉題), 서발제(序跋題), 목록제(目録題), 미제(尾題)가 있으나 내제를 제일 

우선 으로 채기한다. 단 외제와 내제  어느 쪽을 우선하는지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10) 심[柱]｣은 선장본의 앙에 종이가 힌 부분의 좌우에 해당되는 부분

이다. 당 에서는 가능한 한 심형태를 필사하도록 조사원에게 요청하고 있다. 

간본１은 그 로 모사하 고, 간본２는 심제를, 간본３은 아랫부분의 페이지 

번호를 기입하 다. 

｢(11)간사년[刊写年時]｣도 요한 항목이다.　도서 체에 걸쳐 단을 요하므

로 실제로는 마지막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 간본에 해서는 그 아래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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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整版]・고활(古活)・목활(木活)・활 (活版)’이 요할 것이다. 

일본의 간본은 거의 부분이 목 이다. 고활자 은 에도시  기에 50년 정

도만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희귀본이다. 활 (活版)은 메이지시  이후에 등장하

는데 우리 자료 에서는 근 문헌조사의 상에 들어간다. 목활자에 의한 인쇄는 

근세 후기에 상업 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소량의 출 에 사용되었는데 이번 조사

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간본의 구분은 활자 인쇄가 활발한 한국의 경우 일

본보다 훨씬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2)잔존(残存)｣은 자료가 부 갖춰져 있는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간본１~３은 모두 완 본이기 때문에 ‘ (全)’에 동그라미를 

쳤다. 

｢(13)보존(保存)｣은 보존상태를 ‘양호(良)・보통(並)・불량(不良)’의 등 으

로 매긴 것이다. 찢어지거나 오염되거나 낡고 벌 가 먹는 등 ｢불량｣일 때 그 이

유를 체크하고 보수작업이 있었다면 ‘보수 있음(補修あり)’에 체크한다. 간본1, 

간본3은 ｢보통｣이며 간본2는 ｢불량｣으로 정하 다. 단 간본2는 (11)에 ｢ 인

(初印)｣이라 되어있어 에도시  기에 간행 을 당시의 모습을 보이는 자료로 

귀 한 자료이다. 

｢(14)상자(箱)・포갑[帙]・ 투(袋) 등｣은 도서를 넣거나 감싸고 있는 것을 

기재하는 항목이다. 에도시  기 이후에 매된 도서를 담은 투는 다양한 서

지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단 구입하고 나면 버려지기 때문에 남아 있는 비율

이 매우 낮다. 

이상으로 ｢간본｣과 련된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사본｣자료 조사 시 서지조

사카드 (1) ~ (14)의 항목 기입에 해 설명한다. 

일본의 고문헌은 간본(인쇄본)과 더불어 사본(필사본)으로도 해져 왔다. 이

런 상은 일본에서 만든 작품뿐 아니라 불교 경 이나 유교 경 도 다를 바 없

으며 수많은 사본이 존재하는 것이 일본 고문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워

크 에서 거론하는 (1) ~ (14)의 항목에 있어 사본의 서지조사에 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 간본과 같은 내용은 생략한다. 

국립 앙도서 의 소장의 사본 가운데 간본과 마찬가지로 서지조사가 끝난 샘

카드 3 (붙임참조)을 원본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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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자료（사본）

　사본 4. 슈이와카슈(拾遺和歌集)(古5‐52‐217)
　사본 5. 센자이와카슈(千載和歌集)(古５‐52‐112)
  사본 6.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古5‐37‐57)

당 의 세목조사카드는 간본과 사본을 구별한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공통 카드에 ｢(1)刊・写｣를 체크한 후 활용하고 있다. 

카드에 기재되는 (2)에는｢한국 국립 앙도서 ｣이 들어가는 것은 간본의 경우

와 같다. 

｢(3)조사원 인정 작품명｣과｢(6)소장자 정리 도서명｣에는 제목을 알 수 없을 경

우에 소장목록이나 조사원이 단해서 기입한다. 사본의 경우는 내제(内題), 외

제(外題)가 없는 경우가 있고, 필사자나 소장자가 임의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

도 있기에 항상 정확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 겐지모노

가타리(源氏物語)를 비롯해 모노가타리류(物語類)의 고사본(古写本)에는 제목

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아 이 칸을 사용할 비율이 간본보다 높다. 사

본4 슈이와카슈(拾遺和歌集), 사본5 센자이와카슈(千載和歌集)는 외제와 내

제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사본6 이세모노가타리(伊勢物語)는 외제, 내제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소장자 측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 는 조사원의 

단에 따라 ｢(3)조사원 인정 작품명｣을 기입하지 않으면 나 에 그 책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4) (　)의 일부｣, ｢(5)합집상황｣, ｢(7)정리번호｣는 간본의 경우와 같은 방법

으로 기입한다. 

｢(8)외제(外題)｣는 책 표지에 기입된 서명이나 술한 바와 같이 사본의 경우

는 하지 않은 제목이 기재된 경우도 있다. 사본은 원칙 으로 필사되기 때문

에 ｢(8)외제｣란 에 있는 호 안의 항목에 해서는 간본만큼 요시 되지 않

는다. 오히려 이 항목에는 없지만 문양이 들어간 통종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

고, 필사자가 구인지 등의 정보가 요한 경우도 있다. 

｢(9）내제(内題)｣의 기재방법은 간본과 같다. 외제와 내제  어느 쪽을 우선

하는지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는 도 간본과 같다. 

｢(10） 심[柱]｣은 사본의 경우 원칙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외 으로 미리 

괘선을 새긴 종이에 필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는 많지 않다. 

｢(11）간사년[刊写年時]｣은 요한 항목인데 사본 조사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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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항목일 것이다. 

사본4의 拾遺和歌集은 (32) 칸에 옥서(奥書)가 있어 필사된 연 가 기재되

어 있는데 사본5 千載和歌集, 사본6 伊勢物語에는 옥서가 없어 필 이나 지

질 등으로 미  조사자가 단하여 추정연 를 기재한다. 칸 아래에 있는 ｢整

版・ 古活・木活・活版｣의 항목은 사본의 경우 련이 없다. 

｢(12)잔존(残存)｣, ｢(13)보존(保存)｣은 간본의 경우와 같다.

｢(14)상자(箱)・포갑[帙]・ 투(袋) 등｣에 해서는 사본의 경우 상자나 포갑

에 보 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상자에는 제목과 필사자에 한 정보, 래와 

련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사본 조사에 있어서 요한 항목이다. 

서지정보 조사의 범 를 넘어선 것일 수 있으나 사본5인 千載和歌集의 ｢(32)｣의 

항목을 로 사본 조사의 문제 을 기술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사본의 경우는 필

사되는 내용이 헤이안(平安)시 , 가마쿠라(鎌倉)시 와 같은 10~13세기경에 

완성된 일본문학 작품인 경우도 많다. 이런 작품은 일본의 고 문학을 표하는 

작품으로서 래본 간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본5 

千載和歌集의 ｢(32)｣에 ‘(분류기  노래(歌)의 유무)’ 라는 메모가 있으며 ‘→

갑류본(甲類本)’으로 기재된 것은 千載和歌集 의 계통  어느 부분을 보면 어

떤 단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본인지 이미 단할 수 있을 만큼의 연구 축 이 

있기 때문에 千載和歌集 에서도 ｢갑류(甲類)｣로 불리는 래본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단은 구나 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사본의 경우는 하나하

나가 다른 오리지  작이기에 이러한 정보는 사본에 있어서 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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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술적 또는 실용적으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논문의 성격은 순수학술논문, 현장실무논문, 번역논문으로 하며 현장사서의 

석사 학위논문 중 우수논문의 요약 게재가 가능하다.

3.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그 원고가 당관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4. 논문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 간행물편찬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5.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로 한다.

6. 투고 요령

   1) 제 출 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 표    지 : 논문 제1면에 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국 ‧한 ‧영문으로 

표기하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기재한다.

   3) 초    록 : 영문으로 작성하되,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4) 원고작성 : 한글 완성형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본문의 글자크기를 11포인트, 

줄간격은 160으로 하고 분량은 A4용지 20매를 한도로 한다.

   5) 논문구성 :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한다.

   6) 번역논문 : 번역한 논문은 번역자가 저작권에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원문과 함께 저작권 허락서류를 첨부한다.

   7) 그    림 : 그림은 이미지파일(GIF, JPG, PCX, BMP, WMF)로 제출한다.

   8) 참고문헌 :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헌에 이어 외국문헌을 기재

하고 본문의 문헌소개는 “어깨번호”로 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헌은 본문에 저자를 소개할 수 있다.

   9)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할 수도 있다.

  10) 별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부담으로 필요부수를 논문표지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다.

■ 연 락 처

   * 전화 : (02) 590-0797

   * 팩스 : (02) 590-0502

   * 주소 : (우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E-mail : nyky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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