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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도서관 2.0
디지털도서관 시대의 개막
글|

성남기 � 국립중앙도서관장

존경하는 도서관 가족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9년 신년호 <도서관계>를 통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
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온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도서관 가족 모
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이자, 지혜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와 통신기술이 상호 결합하여 우리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필요한 정보가 보다 빨리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도서관은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난해 말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도서관을 완공하고 올 5
월 개관 예정으로 본격적인 디지털도서관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
05년 12월 착공한 후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지상
3층/지하 5층 건물에 총 연면적 38,014㎡의 규모로서 다국어정보실, 디지털열람실, 복합상영
관, 세계최초의 9단 모빌랙 자동화 서가 등 첨단시설과 잔디광장, 한국정원, 디지털 북카페, 실
내정원 등‘자연과 인간, 정보가 함께하는 친환경 공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며, 기존의 도서관 기능을 토
대로 보다 다채로운 정보와 다양한 형태, 특히 디지털자료들을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
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은 물론, E-book, 전자저
널 뿐만 아니라, 동영상, 음성파일 등 총 1억 건이 넘는 콘텐츠를 구축하여 누구든지 언제 어디
서나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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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04년부터 시행중인 디지털유산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프로젝트도 더욱 발전시켜 온라인상의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들과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정책, 장애인, 다문화 등 특성화된 포털서비스 디브러리(

)도 제공할 것입

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할 디지털도서관은 시대적 요구사항인 디지털적 사고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극적 수용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도서관문화의 지형도를 바꿀 새로운 비전의
실천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정보의 교류와 지식의 체험, 그리고 심신의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집트의 알렉산
드리아도서관이나 미국의 뉴욕공공도서관, 그리고 프랑스의 미테랑도서관을 뛰어넘는 21세기
지식문화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니다.이미 EU를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 도서관들이 미래 지식지형의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계도‘국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이 되어 국
민의 지적∙문화적 삶이 향상되고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지식정보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더욱 분
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 가족 모두 올 한해 황소와 같은 우직함으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이 시대적 과
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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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도서관 가족에 대한 새해인사로 지난 연말 국립중앙도서관 직원에게 보낸 연하서한으
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多事多言 戊子中圖 (다사다난했던 무자 한해 국립중앙도서관이었지만,)
合心肇業 電館自矜 (힘을 함쳐 새로 이룬 디지털도서관에 긍지느끼네.)
光風霽月 謹賀己丑 (비갠 뒤 바람과 달 같은 기축새해 축원드리며)
前途無際 公私健勝 (모두가 앞날에 끝이 없고 공사간에 건승하시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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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존경하는 사서 여러분께 드리는 새해 메시지

국민을 보듬는
사서의 헌신을 기대하며
글|

한상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매일 시작되는
새로운 날에 대해
서설
이 온 대지에
새해의 덮여
겨울 가뭄에 시달
(瑞雪)

리던 국민들의 마음에 포근한 선물이 되
었습니다. 하염없이 펄펄 날리며 내리는
함박눈이 마치 축복인양 반갑고도 고마
웠습니다. 이즈음 우리 국민들이 세계경

경건해야 한다.
그날그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무엇보다도 그 나날을
시들게 해서는 안된다.
그 나날이 꽃피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

제의 한파와 10여일 계속되던 맹렬한 추
위에 움츠려있는데, 기온이 올라가며 상

나는 지금도 이 작품을 생각하노
라하면 가슴이 뜁니다. 젊은 질풍과 노
도의 시절, 미래를 바라보며 높은 이상
을 꿈꾸되,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마주쳤을 때 이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글이 바로 그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도서관을
지키고, 국민을 섬기는 전국의 사서들

서로운 눈이 내리니 그런 생각이 가슴에

에게 새해의 메시지로 롤랑의 정신을

피어오릅니다.

얘기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는 이
유는, 그의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섬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인류가 전쟁의 살육에 내던져 있
는 비극의 시대에, 세기의 지성인이었으며 반 파시즘 운동가였던

는 도서관 현장에서 작은 촛불을 밝히게 되기를 희구하기 때문입
니다.

로맹 롤랑(Romain Rolland,1866-1944)은 스위스에 있는 국제적십자전
시포로정보국에 근무하면서 평화운동과 반 파시즘 운동에 앞장

도서관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나라의 사서들은, 사실

서서 몸을 던졌던 이였습니다. 그는 실천적 휴머니스트로 극작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적절한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지 못하다

이며, 소설가였습니다. 그가 쓴「장 크리스토프」
란 소설 10권은

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에, 온갖 역경과 고뇌를 겪으며
10년간 프랑스의「반월수첩」

더구나 정부나 도서관을 설립한 모 기관이나 국민으로부터

연재한 일로도 우리는 그에게 존경과 헌사를 드려 마땅하다고 생

도 사서직과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협력, 혹은 후원이 만족스러

각합니다.

운 상황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계는 최

이 불후의 명작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매일 시작

근 몇 년간 우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일들을 감내하면서 희망과

되는 새로운 날에 대해 경건해야 한다. 그날그날을 사랑하고, 존

용기를 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들과 경험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알

경하고, 무엇보다도 그 나날을 시들게 해서는 안된다. 그 나날이

고 있습니다.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꽃피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나라가 곤고한 처지에 놓여있고, 수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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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기업의 어려움, 실업의 고통이라는 차가운 현실에서 좌절하

또한 젊은 인재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도 도서관서비스를 받

거나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게 하기 위한 개선과 장서확충계획, 교도소 수형자를 위한 발달
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전국의 공공도서

나는 정부가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규모

관에 시각장애인 정보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학도서관에 해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공감하면서,

외 학술DB의 국가 라이선스 확보와 외국 학술지 지원센터운영

우리 도서관계의 사서들은 어떤 자세로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을

등으로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국제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무엇으로 보듬고 섬기며 곤고한 삶의

도 계속할 것입니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밝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내년도 재정투자의 총액은 5,428억에 이르러 나라
건국 후 최고의 수준입니다. 나라 경제발전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지식 경쟁
건국 60년사에서 도서관발전의 거점이 될 도서관정보정책

력을 길러야 가능합니다. 사서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세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라의 도서관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정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 지식국력지수는 매우 낮은 상

책 대안을 내놓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법정계획인‘도

황입니다. 우리의 지수를 1로 했을 때 선진국 중 독일은 4.0, 일

의‘2009년도 시행계획’
이 25
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본은 7.4, 그리고 미국은 17.0에 달합니다.

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시∙도가 면밀히 수립하여 보고한 것
을 도서관위원회가 심의 조정하여 내게 된 것은, 이 나라 도서관
발전의 과정에서 획기적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e-journal, DB등을 통합한 외국자료를
수입하는 예산은 국공립대학과 전문대학, 연구정보센터, 각종 연

이 시행계획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공도서관 63개관

구기관,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면 연간 6,568억 원 이

(2,681억원), 작은도서관 119개관(139억 원) 조성 등 도서관 접근성 향

상이라고 추정되므로, 지식정보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각한 상

상과 서비스 환경 개선사업에 투자 총 예산의 80.2%인 4,354억

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식국력이 얼마나 미흡한

원을 투입합니다. 또 우리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도서관들의 허

상태에 있는지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 역할을 맡는 지역대표도서관을 2008년도 4개관을 설립한데
이어 금년에 8곳을 새로 설립하거나 지정합니다.

이러한 분석 평가를 기초했을 때 우리나라의 도서관종합발
전을 위한 첫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는 아직도 충분하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400개관을 리모델링하고, 학생

않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작

1인당 장서도 12.5권으로 늘리기 위해 200억 원을 지출합니다.

하였으니 우리 도서관계는 물론이고 나라의 경제, 문화, 학술의

우리의 지수를

1로 했을 때

선진국 중

독일은 4.0,

일본은 7.4,

나라 경제발전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지식 경쟁력을 길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7.0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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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전을 위하여 소망스러운 시작임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또 하나의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 도서관정보정책

을 통한 대국민 봉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은 우리 도서관계의 희
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전국이 있는 모든 관종의 도

금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각종 도서관의

서관 중 2,319개관을 대상으로 엄정 평가하여 43개 도서관을 표

평가를 위한 체계를 통하여 정성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는 모범적

창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 도서관들을 발굴하여 포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도서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운영제도, 인사제도, 재정지원, 정책지원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또 하나의 희망적인 사실은 언론과 방송에서 각각 특색 있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여건 하에서도 전국의 모든 도서관들이

는 독서진흥과 도서관 발전운동을 기획하여 실천하고 있는 사실

국민과 이용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과 적극성을 보여 주

입니다. 이런 캠페인은 비단 금년에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수

고, 그 중에 표창 받아 마땅한 여러 도서관이 살아 움직이는 운영

년 전부터 전개되어 오고 있는 반갑고도 고무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이렇게 나라의 사정이 어렵고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
민의 어둡고 어려운 처지에서 이러한 언론의 문화 복지의 격을
높여 줄 수 있는 운동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반갑고 기

희망을 가집시다.
비전도 갖고

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이 독서의 가치와 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도서관계가 사서 개개인이 발전하고
국민에게 정성과 사랑으로 다가서서,
국민에게 문화 복지를 누리게 돕고
기쁨을 주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헌신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도서관계의 최일선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서여러분이야 말로 이 나라 도서관을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적
발전은 물론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갈 곳이 도서관이 으뜸이라는
평가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열쇠를 지
닌 소중한 전문가들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비전도 갖고 우리 도서관계가 사서 개개인이 발전하고 국
민에게 정성과 사랑으로 다가서서, 국민에게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기쁨을 주는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헌신하여 주
시기를 기대합니다.

도서관현장에서“매일 시작되는 새로운 날에 대해 경건하
게, 그날을 사랑하고… 그 나날이 (도서관의 따뜻하고 의미 있는 봉사와 섬김
을 통해) 꽃피는”날들이 되시기를 존경하는 동지 사서 여러분의 삶

에 넘쳐 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제2기를 맞는 저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기획단
은 일선 사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며, 우리나라 도서관
계와 문헌정보전문직의 수준과 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모
든 정책적 수단과 계획, 그리고 이상을 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할 것임도 사서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8

도서관계 Newsletter of Libraries

클릭, 오늘의 도서관 ╲ 오산시 중앙도서관

글|

경기도 오산시에는

한현 � 오산시 중앙도서관 사서

1992년 개관한 오산시 청학도서관(구, 시립도서관), 2007년에 개관한 어린이 전용 햇살마루도서관, 2008년 12월 개관한 중앙도

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금암도서관, 초평도서관, 궐동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위하여 건축 설계 중에 있어 오산시는『교육의 도시, 도서관이 살아있
는 도시, 평생학습도시』
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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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오늘의 도서관 ╲ 오산시 중앙도서관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시민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어르신들에게는 활력있는 노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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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 위의 작은집’이라는 주제로 오산시 청학도서관(구, 시
립도서관)을

도서관계에 1993년에 소개한 기억이 난다. 새내기 사

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청학, 햇살마
루 도서관에 이어 세 번째 개관인 중앙도서관을 개관하며 18년이
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오산시 중앙도서관은‘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시민에게
는 희망찬 미래를, 어르신들에게는 활력있는 노후를’이라는 주
제로 2006년 8월 설계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으로 총사업비 140
억 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2,970㎡에 연면적 6,421㎡(1,942평)으
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07년 5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8
년 12월에 준공한 도서관이다.

중앙도서관의 지리적 특성은, 대단위 주택개발계획에 의하
여 조성된 신도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하여 이
용시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
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생들이 학교
에서 집에 오다가 들르는 도서관, 집에서 놀이터 가다가 들리는
도서관, 놀이터에서 농구하다 물을 먹으러 들를 수 있는 시민에
가장가까이 있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친화적 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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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오늘의 도서관 ╲ 오산시 중앙도서관

‘책이 없는 집은
창이 없는 방과 같다.
책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곳에서
아이를 키울 권리는 없다’

어린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오산시 중앙도서관은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즐거운 놀이를
하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고 어린이들을 기다
리고 있다.
독일 작가 하인리히 만은“책이 없는 집은 창이 없는 방과
같다. 책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곳에서 아이를 키울 권리는 없다”
고 하였다.

어린이들이 손만 뻗으면 보고 싶은 책을 눈으로 보고 손으
로 만지며 책의 바다에 빠져 놀 수 있도록 어린이 좋아하는 구석
진 공간을 마련하였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린이실 내
에 버섯모양의 2층집을 꾸며 구석구석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책
을 읽으며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들은 즐거운 놀이가 삶의 전부이므로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꿈을 키우며 자란다. 오산시 중앙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놀
면서 책을 보고, 책을 보면서 놀 수 있도록 넓은 창틀을 만들어
창틀에 누워 책을 보고, 커다란 미끄럼틀에서 미끄럼 타며 책을
보고, 실내정원에서 화초와 나무를 만지며 책을 볼 수 있는 책과
사람으로 둘러싸인 놀이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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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사람으로 가득찬 즐거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은 넓은
세상을 보는 눈을 뜨고,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키우고,
소중한 꿈과 희망을 가꾸어 나갈 것이다.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도둑을 맞을 수 있지만 지식을
머리에 넣어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책을 통해 머
리에 저축하는‘독서펀드’
는 평생안전하고 든든하다. 빼앗기지
도, 훔쳐가지도, 도둑맞지도 않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들어간 지
식은 안전하게 저장되어 평생 재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양
한 지식을 재생산하고 맞춤 정보로 개발제공하여 어린이들이 평
생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도
서관이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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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항상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장소에 위치한 내 친구 같은 중앙도서관은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도서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한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5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DVD감상실,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 코너, 장애인과 함께하는 대면 낭독실, 115명이 동시에
앉아 독서를 할 수 있는 종합자료실, 160석의 어린이 열람실,
195석의 다목적 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 프로그램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과, 개인의 윤택한
삶을 위한 평생학습강좌를 운영 할 수 있는 공간인 세미나실이
마련되어 있다.

편한 곳, 가고 싶은 곳,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인

중앙도서관에서
오산시민들은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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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유기체인 중앙도서관은 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정보에 목마름 하는 시민들에게 책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자
를 기다리기 보다는 이용자를 직접 찾아나서 시민들이 희망찬 미
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편한 곳, 가고 싶은 곳,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인 중앙도서
관에서 오산시민들은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어르신들에게는 활력 있는 노후를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13세 이하의
인구보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양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사회가 되
었다.
중앙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손자들과
함께 도서관을 찾은 노인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실버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실버자료실에는 여행, 건강, 취
미와 관련된 서적으로 가득차 있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
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도서관으로 찾아오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경로당으
로 찾아가 운영하는 실버도서관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버
도서관은 동화구연, 노래 부르기, 율동하기, 실버스트레칭 등의
내용으로 경로당으로 찾아가 운영하여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주
고 있다.
향후에는 혈압 측정기, 발 맛사지기, 운동기구 및 오락기구
도 구입 비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즐겨 이용하고,
또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고자 한다.

오산시는 영어마을 건립, 애향 장학회 설립, 평생학습관 건
립,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등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평생학습도시
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중앙도서관, 청학도서관, 햇살마루 도서
관 외에도 궐동 어린이 도서관, 금암도서관, 초평도서관을 2012
년까지 개관할 계획으로 있어 도서관이 인구 25,000명당 1개관
으로 살아있는 도시, 도서관이 있어 살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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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변화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발
전에 공헌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의『공공도서관 선언』
에“공공도서관은 동
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이다. 그러므로 성인
과 어린이 모두를 위한 전시, 토론, 강연, 음악연주회나 영화시사회를 갖기 위한 공간과 기
기가 필요하다”
고 제시하고 있다.1)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는 공공도서관의 사서들
에게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공공도서관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생각해 보자.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교육 강
좌는 정부의 평생교육 정책과 맞물리면서 핵심 문화프로그램 형식으로 오인되고 있다. 이
잘못은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평생교육과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시한 결과가 원인이 된다. 일반 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은 강의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의 평생교육은 이용자 스스로 도서관의 장서와 공간을
활용한 학습을 의미한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또 다른 변화는 도서관의 야간 연장 개관이다. 과거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은 개관시간이 일반 관공서 근무시간과 유사하게 운영되었다. 하지만 2006년 말부터
몇몇 공공도서관에서 개관시간을 연장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에 개관시간의 연장은 전국
적으로 확산되어, 오늘날에는 많은 공공도서관이 밤늦게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처
음에는 단순하게 운영시간만 연장하던 도서관들은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문화프로그램을 운
영하기 시작하였고, 도서관에 따라서는 주간에 실시하던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야간에 운영
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
램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할까? 다양한 내용과 형태가
논의될 수 있다.

효과적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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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프로그램의 정의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란 지역주민의 오락, 계몽, 교육을 목적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다루는 내용은 예술, 인문학, 과학, 공공정책, 지역사회 주요
안건 등이 포함되는 프로그램이다.2) 문화프로그램은 행사나 특강과 같이 일회적인 형식으
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강좌 형식으로 여러 회에 걸쳐서 제공되기도 한다. 문화프로그램 정
의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자료 중심의 서비스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으로‘도서관 한마당’
과 같은 문화예술 관련
각종 강연, 전시, 공연, 감상 등의 문화(혹은 예술) 행사 등이나 독서회, 겨울∙여름 독서교실,
북 스타트, 원 북 원 시티, 한 책 한 도서관, 가족 독서캠프, 독서퀴즈 등 독서교육 및 독서문
화 진흥 관련 활동 및 행사 등이 포함된다.3)

문화프로그램 모형

다양한 기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램 도구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여야 할 수단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공도서관을 위한 목적이다. 공공도
서관은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공공도서관에 대해 책을 소장하고 있는 공간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을 도
서 및 비도서 자료의 소장 공간이며 동시에 이들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
출하는 공간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자체 역량을 스스로 강화시켜야 한
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부차적으로 문화

.

시켜 도서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서 및 시설을 확충시킬 수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생명력을 활성화

,

그램 목적은 공공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며, 프로그

.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모형(틀)으로 프로그램 목적과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프로

둘 첫 프
째 째 로
그
지 공 램
역 공 목
사 도 적
회 서 은
주 관
민 을
을 위
위 한
한 목
목 적
적 이
이 다
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목적이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정보격차
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1)
2)
3)

문화체육관광부(2008),『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매뉴얼에 관한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p.3.
문화체육관광부, 같은책, p.15.

문화관광부(2007),『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방안 연구』
, 문화관광부,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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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격차와 정보격차를 줄여줄 수 있어야하며, 이 프
로그램을 통하여 도서관의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문화프로그램도 도서관 프로그램의 하나라는 사실이
다. 공공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활동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중 몇몇
활동들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쉽게 성취될 수 있다. 예를 들면‘도서관 개방시간 연
장’프로그램에 특강을 실시한다면 앞서 언급한 세가지 문화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존재하며, 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으므로, 각 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선택되어야만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도서관
활동이 수행될 수 있다.
프로그램 도구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어떤 도구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에 대한 설명이다.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공공도서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모형에 기초하여 개발된 문화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
야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서는 문화프로그램
의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주체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내용과 형식, 홍보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
째, 문화프로그램의 형식은 행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동일한 강사가 여러 회에 걸쳐 운
영되는 강좌는 가급적 축소한다. 만약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회에 걸쳐 강의를 실시해야 한
다면 여러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 시리즈 형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도서관이 정기적으로 출
석해야 하는 학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동일한 환경에서 문화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기 위함이다. 셋째,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서로 문
화프로그램을 공유하면서 점점 도서관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자관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이 정착되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전통있
는 문화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

도서관을 위한 목적
� 도서관 역할 홍보
� 도서관 역량 강화

주민을 위한 목적
� 문화 정보격차 해소

문화프로그램
(행사, 강좌,
특강, 독서교육)

.

하
나
라
는
사
실
이
다

프로그램 도구
� 도서관 자원의 활용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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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 나는 도서관을 이렇게 본다

경제학자가 본
도서관 단상
글|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88만원세대> 저자

예전 파리에서 살 때 보았던 어느 TV 프로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시시껄렁한 점성술에 관한 프로였는데, 출연자의 소지품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
떤 삶을 살았는지 맞추는 그런 쇼 프로였다. 짜고 하는 건지, 정말로 신통력이 있는 건지, 기가
막히게 맞췄고, 그래서 상당히 인기있던 프로였다. 그 프로에서 어느 낡은 손목시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는 결국 못 맞췄는데,“이 시계의 주인공이 어디인가 상당히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감옥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데까지였고, 결국 그 기간 동안 있던 장소는 못 맞췄다. 낡은 손목시
계의 주인공은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학자였는데,“감옥일지도 모른다”
라는 그 장소는 바
로 도서관이었다. 아마 신통력을 가진 점쟁이가 들여다본다면, 도서관에 있는 시기와 감옥에 있
는 시기가 딴에는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감옥은 아닐 것 같다”
고 얘기
한 것은,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두 곳의 도서관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중앙도서관에서 주로 살았다. 시험 때에는 건물 맨 꼭대기에 있는 천장으로 창이 나서 비가 내
리는 날에는 비가 전부 보이는 그런 신과대 도서관에도 많이 갔었다. 여기는 오래된 건물에 담장
이 넝쿨까지 드리워져 있어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종종 있었던 곳이다. 유학 시절에는 현대
미술관이 있는 뽕삐두 센터의 도서관에도 종종 가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은 파리
10대학의 중앙도서관이다. 아주 멋진 개가식 도서관이었는데, 경제학 서적만 아주 큰 방으로 하
나를 채워놓은 곳이었다. 주로 경제학 칸에 있다가, 지겨우면 사회과학 칸으로 가거나, 영화 칸
아니면 인류학 칸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6년을 보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의 원형이 만들어지
는 시기가 아마 그 시기가 아닐까 싶다. 가브리엘 따드의 책을 이곳에서 찾았을 때의 그 전율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경험했던 도서관에 대한 가장 불쾌한 경험은
도서관을 고시원처럼 이용하는‘공시족’아저씨들이 어린이용 열람실을 없애고, 서고를 줄여서‘공부할 자리’를
더 만들어달라고 집단 시위를 했던 것을 지켜보았을 때의 일이다. 도서관을‘책’
으로 이해할 것
이냐, 아니면‘자리’
로 이용할 것이냐라고 할 때, 깊은 철학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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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 나는 도서관을 이렇게 본다

물론 도서관에 얽힌 불쾌한 경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도서관은 여러 가지로 너무 까다로워서 몇 번 다니다가 포기했고, 강사로 오랫동안 살아온 나는 도서관
에는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출입증을 발급받기는 했
는데, 이렇게까지‘시민’
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대학 내에 없다는 사실에 종종 놀라기도
한다. 여전히 나는 도서관의 온라인 자료에는 접근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책을 사거나 자료를
열람하는 데 많은 돈을 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한 권에 수십만 원씩 하는 편람이나 연감 혹은 협
회의 자료들을 사야할 때에는 눈물이 찔끔 나오기도 한다.

도서관에 얽힌 기억 중에서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서들’
이다. 내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송두율 선생이 시대착오적 감옥에서 결국 나오게 된 것은 민주투사들의 연서나 노력
이 아니라 독일 도서관 사서들이 뒤에서 움직여서 결국 그를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한 것으로 이해
하고 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결국 독일 사서들이 독일 정부를 움직인 것
이 이 사태의 진짜 진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한국에서 교수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 결국은 사서들이 이 지식 권력을 나누어가져서, 더
많은 사서들이 공개된 공간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도서관에 관한 가장 놀라운 기억은
중앙도서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참고로 나는 대학 다닐 때 음대 수위아저씨가 졸업할 때까지 나를 기악과 학생인줄 알았다는
뒷얘기가 있을 정도로, 성실히 수업에 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먼 원단 딴
따라였다. 나는 국악의 부흥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인 줄 알고,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작곡과 학
생들이 도서관에 앉아서 심포니를 작곡하는 것을 본 것이 도서관에 얽힌 얘기 중 가장 놀라운 일
이었다. 아니, 어떻게 도서관에 앉아서 작곡할 수가 있지? 어쨌든 내 주위의 그리 넉넉하지 않은
작곡과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작곡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영화 음악도 도서관에서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도서관에 얽힌 가장 슬픈 이야기는
‘민영화’
와‘정보센터’
로 도서관의 이름이 바뀌는 일이었다. 도서관의 책값을 줄이기 위해서 민영화시키거나, 아니면
책 살 돈을 줄여서 건물 치장을 하는 정보 센터로의 변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도서관의 미래가 걱
정되었다. 어느 국립대학의 총장이 저널은 전산으로 보면 된다고 하면서 저널 구입비를 대폭 줄
였을 때, 이걸 정보화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걸 보면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도서관에 관한 가장 학술적인 이야기는,
작년 파리에 갔다가‘도서관 경제학’
이라는 책을 발견했을 때의 일이다. 도서관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같은 것을
실제로 수치로 찾아내려고 하는, 약간은 엉뚱한 시도에서부터,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과
같은 좀 더 실무적인 얘기가 있는, 상당히 재밌는 책이었다. 그런데 이‘도서관 경제학’
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자금을 지원한 곳이 프랑스 출판협회라는 사실을 보면서 조금 더 놀랐다. 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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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그리고 출판 사이의‘생태계’
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나도 도서관 경제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이라
는 생각을 종종 한다. 그러면 건물을 도서관과 동일시하는 그런 삽쟁이 같은 시각은 조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하여간 지난 20년을 회상해본다면, 우리나라 도서관은
발전속에서도 아직 그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물론‘전문 사서’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사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아
직은 나는 전문 사서의 도움보다는 도서관 출입증이 더 필요한 사람이기는 하다.

도서관에 관한 가장 표준적인 경로라는 것은
시민들이 책을 갑자기 너무 많이 읽고 싶어져서, 어쩔 수 없이 공공도서관을 늘리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너무 책을 안 읽는다고 하면
서 일본의 지하철을 거론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책을 잘 읽던 일본인들 손에서도
점차 책이 떠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우리에 비하면 아직은 튼튼한 책 시장과 세계 최강급의 도
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일본도 대중적 독서가 약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정책적 배려도 없고, 대중적 지지도 없다는 것이 너무 명확한 시점에서,
그렇다면 도서관들은 어쩌란 말이냐? 결국 사서들이 더 많이 발언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책 읽기와 도서관 홍보에 관
심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목소리에 사서들의 목소리가 얹히고, 여기에 학자들의 목소리를 더 보
태서, 어쨌든 도서관부터 번듯하게 살립시다라는‘도서관 입국’
을 이 이려운 시대에 강조할 수밖
에 없지 않나 싶다. 한 사람이 외치면 뻥이지만, 여럿이 외치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어쨌든
지금 취업 준비하러 도서관에 온 사람들 손에서 토플책과 수험서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철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소설 같은 게 잡혀야 한국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명확해 보인다.

자,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대한 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내가 살면서 얼마나 큰 돈을 벌게 될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서울에 집이라도 한 칸 가지고 있으니, 강사로서의
내 삶은 생각보다 팍팍하지는 않다. 눈을 감기 전에 꼭 이 사회에 만들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게 번듯한 생태학 도서관과‘10대 소녀들을 위한 수학 도서관’두 가지이다. 생태학 도서관은
이게 도서관 형태는 아니더라도 자료실 정도의 모습으로 수 년 내에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10대 소녀들을 위한 수학 도서관은 아직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상도 잘
안 잡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선 시대에 시는 고급공무원 취직시험이라 할 수 있는 과거의
필수과목이었는데, 여성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시에 대한 공부를 금지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난설
헌 허초희나 유관순이 다시 태어난다면, 그들은 수학 공부를 할 것 같다. 난 미래의 난설헌이나
유관순을 상상하며, 돈 없어도 수학공부할 수 있는 문턱 낮은 수학 도서관 하나는 꼭 만들고 싶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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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와이드너 도서관

세계최고의
지식저장고

도서관, 그 위대함이여!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순례기 VI

1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Harvard University Library

글∙사진 |

최정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하버드 도서관에 대한 이상한 맹신

국의 여행객들은 언제나 쫓기는 일정에 따라 차분히 관찰하기보다 겉 구

세계 최고의 대학이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경만 하고 만다.

며, 버락 오바마를 비롯하여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하

대개의 여행자들은 담쟁이(ivy)덮인 몇 백년된 대학건물과‘공부벌

고, 43명의 노벨상을 획득한 하버드대학은 어떤 대학

레들’
의 모습, 그리고 캠퍼스 주변의 분위기를 훑어보고, 하버드야드 한

일까? 누구나 한번쯤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

켠에 있는 존 하버드(John Harvard)동상 앞에서 이미 윤이 난 그의 구두코를

세히 살펴보고 싶은 곳이다. 그러나 그곳을 방문한 한

손바닥으로 닦으며 다시 찾아오게 해 달라고 빈다. 그 다음 하버드의 아
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대학의 심장, 와이드너(Widener)도서관 앞에
서 증명사진을 찍고 그럴듯한 방문소감을 남기는데 어쩐지 그 내용들이

구두코가 반짝이는 존 하버드 동상

모두 똑 같다.

●

사실인지, 지금 당장 인터넷검색창에 들어가‘하버드대학 도서관’
을 쳐보라. 대부분의 메신저들이 도서관 앞에 당당히 서서, 본질은 제쳐
두고 그 안에 적혀 있다는 글만 소개하고 그친다. 즉‘하버드생의 교훈’
,‘20훈’그리고‘30훈’
을 자신
이라며 근학정신을 일깨우는‘10훈(訓)’
이 직접 본 것처럼‘수험생의 가훈’
으로 만들어 사랑하는 제자와 자식들
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들이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
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
이다. /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
도 감긴다. /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 성적은 투자한 시간
의 절대량에 비례한다. / 한 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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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서른 개의 명구 중에는 재미있는 말도 있지만

참 이상하다. 한 두 사람이 아니다. 하버드를 보고, 도서관을 보았

서툰 글도 보인다. 공부하는 학생이면 귀담아야 할 성

다는 식자층의 글들이 왜 도서관을 말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헛소문에 열

싶지만, 정작 나의 관심은 과연 하버드대학 도서관 안

광하는 것일까. 확인도 않고 분별없이 따라가는 이‘쏠림’
현상을 어떻게

에 이러한 글들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정말 있

설명해야 하고, 노력도 않고 허상을 뒤 쫓는 우리의 의식수준을 어떻게

다면 어디에? 어떻게 써두었는지? 원문을 한번 찾아

평가해야 할까. 우리나라 여행객들과는 달리 미국이나 일본의 포털사이

보자는 것도 이번 하버드 방문의 조그만 동기가 된다.

트에는 이런 글이 없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 간 도서관 어디에도 그런

‘하버드’
라는 이름 때문인가.‘하버드’
라면 낙서라도 필요하다는

글은 없었다. 사실여부를 사서에게 물어보자 어이없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세계 정상의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수학했거나,

다는 듯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실제 들어가 보니 실

하버드 와이드너에서 수련한 인사가 수없이 많다. 그럼에도 도서관의 실

내가 너무 엄숙해 글 장난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럼

질적 활동과 내면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가십거리가 온 세상을 누비고

이러한 말이 어디서 나왔으며 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있다. 이를 고쳐주고 제대로 알려주는 리포트 하나 없는 현상을 또 어떻

것인가? 혹 래몬트(Lamont)학부도서관 어느 구석진 책

게 해석해야 할까.

상 위에 낙서해 둔 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금방

을 공부했음에도 세
고백하면, 나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도서관’

지워버린다. 혹 이러한 낙서가 있다고 해도 이 대학만

상에 위대한 도서관이 이처럼 많은 줄 몰랐다. 도서관이 사회에서 이렇게

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큰 그릇이고, 대학에서 이만큼 귀중한 존재인 것도 모르고 헛 공부해왔음

와이드너 도서관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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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하버드도서관, 왼쪽 건물 뒤편 건물 2층에 있었다.

을 자책한다. 소중한 진리를 팽개쳐 놓고 그 동안 내가 무엇을 가르쳤고,

●

무엇을 배웠는가. 선배교수님도, 동료교수도, 어느 사서 한 사람도 이 진
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정년퇴임 후‘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기행은 나에게 단지‘아름
다움’
을 넘어‘그 위대함’
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을 뿐 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도서관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
았다. 이 사실도 모르고 강단에 서서‘자료조직’
이 어떻고,‘도서관 경
영’
이 어떻다고 객기를 부린 내 자신이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다.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도서관은 실험실이고 실천 무대이다. 그 무
대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땅의 문헌정보학자와 학생 그리고 사서들은
서고를 겸한 열람대와 장의자를 갖춘 최초의 도서관 실내.
●

하버드도서관을 포함한 미국의회도서관, 영국국립도서관, 프랑스국립미
테랑도서관, 뉴욕공공도서관, 등 적어도 세계 5대 도서관쯤은 알아둘 가
치가 있다. 위의 도서관이 그 나라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그 국민에
게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아야 하고, 규모와 장서는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내 비록 역량은 부족하지만 이런 도서관 하나라도 더 알려야겠다는
어쭙잖은 소명감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다.

세계 최고의 대학도서관은 어떻게 성장 해 왔는가

자유를 갈망한 101명의 청교도 일단이 신대륙을 향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620년 12월 뉴잉글랜드지방 보스턴 근교 플리머스에 처음 도착했
다. 이민 1세대로 불리는 필그림(Pilgrim)들이 미국 땅에 정착한지 16년만
인, 1636년 보스턴 내륙 찰스강 건너편 케임브리지에 조그마한 대학을
설립하였다. 대학설립 2년 후, 1638년 이름 없는 이 대학에 청교도 성직
자 존 하버드가 유산으로 책 400권과 780파운드를 기증함으로서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1639년 하버드대학(Harvard Colledge: College의 고어)으로
명명한 것이 미국 최초의 대학이 된다.
사실 하버드대학교는 도서관으로 출발했다. 하버드도서관은 대학
이 정식명칭을 갖기 한 해 전, 1638년 대학건물의 동쪽 끝, 2층 한 모서
리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자리 잡아 서고 겸 열람실을 두고 열람석은 긴
장의자로 갖추었다. 열람대를 겸한 키가 낮은 서가에 존 하버드가 뿌린
(good library)이라고 불
약400권(329타이틀)의 도서를 비치하고‘좋은 도서관’

렀다.1)

1)

Kenneth E. Carpenter, The First 350 Years of the Harvard University Library: Description of an Exhibition, Harvard University Library, 1986
JAN+FEB 2009 Vol.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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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기증한 책들은 거의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책 중 약 4분의 3이 신학서적

대한 도서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것도 1910년대 초, 도서관
이 장서 100만 권 달성한 시점부터라고 이야기한다.

으로 성경주석서와 청교도 설교집이 대부분이고, 고
전 중에는 키케로와 세네카, 호메로스 등의 문학작품

대학건물은 1638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1642년에 일단 완공했는데

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이 책들은 신세계의 척박한 식

사람들은 황무지에 건물이 너무 호화롭다고 했다. 1677년 캠퍼스 재배치

민지에서 조그만 신생대학이 필요하던 지적 토대를

에 따라 모든 시설이 새 대학으로 옮길 때에도 도서관은 독립건물이 아닌

확고하게 마련해 주었다.

10×13미터 크기의 2층 가운데 방을 확보한 것이 고작이었다.

첫 이주자들은 특히 종교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비록 독립된 공간은 없었지만 도서관 활동은 충실했다고 보여 진

높아 식민지 땅에서 도서관을 생각해 영국으로부터

다. 1723년, 사서 조수아 기(Joshua Gee)가 미국 최초로 책자목록을 만들어

책을 수입했고, 보스턴의 서적상들은 문학과 역사, 철

400부 인쇄 발행했다. 분류는 책의 크기에 따라 가장 큰 책인 2절판

학, 과학 그리고 순문학 서적을 다루면서 1639년 영

(folio),

국식민지 최초이자 북아메리카에서 하버드대학에 두

나누어 저자명(익명 또는 서명) 알파벳순으로 배열했다. 말하자면,‘동일형태

번째의 출판사 를 만들어 국내외의 도서를 계속 확보

(All books of one author, of same size)을 검색토록
에서 한 저자를 통해 모든 책’

함으로서 도서관 구축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일종의‘저자명목록’
이라 할 수 있다.

2)

4절판(quarto), 8절판(octavo), 그리고 소책자 등 형태별로 네가지로

나아가 대학은 식민지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

그 후, 벤저민 프랭클린의 제안으로 도서기금이 확보되어 장서 5,000

원을 받아 영국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에 맞먹는 대

권이 모아진 것은 개교 후 1세기가 훨씬 지난 1764년이었다. 하지만 그 해

학을 목표하는 한편, 종교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청교

발생한 대화재로 장서는 거의 소실되고 404권만 겨우 살아남았다.
다음해 1765년 다시 지은‘하버드 홀’2층에 도서를 옮기고, 도서

도학교의 신학도서관(Divinity Library)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정착된 도서관은 1852년 미국 최초로 설

관규정을 만들어 열람장소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3, 4학년 학생들에게

립된 보스턴공공도서관보다 2세기가 이른 214년이

는 대출을 허용했다. 이때는 식민지시대여서 도서의 이용이 제한되고, 도

앞선다. 다시 후술하겠지만, 하버드가 오늘날 세계 정

서관은 일주일에 몇 시간만 개방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전면 개

상의 대학이 된 것도 장서 1천600만 권을 소장한 위

방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매사추세츠 애비뉴에서 본 와이드너 도서관 남쪽 문
●

최초의 독립도서관 고어 홀, 이 홀을 헐고 바로 그 자리에 와이드너도
서관을 건립했다. (와이드너 벽면에 붙은 동판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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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비화된 영국과의
1773년‘보스턴 차’
독립전쟁은 하버드가 있는 매사추세츠는 전쟁터의 중

와‘HOLLIS Plus’
는 지금 하버드도서관 온라인 정보시스
딴‘HOLLIS’
템(Harvard On Line Library Information System)으로 사용하고 있다.3)

심부가 되었다. 영국군이 진주하여 대학캠퍼스가 점

하버드는 창립 200년이 지나 1841년 도서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령군의 본부가 되기도 하고, 현재(1986년) 도서관장실

맞이한다. 최초의 독립도서관인 고어 홀(Gore Hall)을 준공하고, 장서 4만

이 있는 워즈워스 하우스(Wadsworth

House)건물이

한

1,000권을 확보하였다. 이후 15년이 지난 1856년에 장서가 10만권(소책자

때, 잠시나마 조지 워싱턴장군(초대 대통령)의 전투 지휘

3만종 포함)으로

부로 사용된 적도 있었다. 결국 도서관은 더 안전한

서를 몇 개의 학과와 특수도서관으로 이관함으로써 1860년 분관제도를

콩코드로 이전을 했다가 미국독립 한 달 전인 1776년

정착시켰다.

늘어나자, 그동안 낡고 비좁은 곳에 있는 고어도서관의 장

6월 지금의 제 자리를 찾고, 그 후부터 주 의회의 지
19세기 중반까지 장서 10만 권에 불과했던 하버드도서관이 20세기

원금으로 도서는 조금씩 확충되었다.
도서관이 제대로 골격을 갖춘 것은 19세기 초,

초, 마침내 100만 권을 돌파했다. 도서관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100만

1815년 하버드 홀을 떠나 독립공간으로 35×13미터

권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4). 그때까지 세계대학에서

규모의 2층 전층을 확보하고, 1817년 법학대학 설립

존재가 없었던 하버드가 세계의 대학으로 진입하게 된 명성 뒤에는 장서

과 함께 매사추세츠 전 주지사 크리스토퍼 고어

100만 권을 확보한 도서관이 없었다면 오늘의 하버드는 그 순위가 달라

(Christopher Gore)가

졌을지 모를 일이다.

법학도서관(지금의 Harvard

Law School,

설치한데서 시작한다. 1825년 신학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내 일부 사람들의 논지가 도서

대학원이 설립되자 부속시설로 종교도서관(지금은

관을 대학의 장식물 내지 보조장치로 폄하하는데 비해, 하버드는 창설

Andover-Harvard Theological Library)이

생겨 괴팅겐대학의

370년의 대학역사가 곧 1,600만 권을 확보한 장서에 대한 역사가 되어,

루케교수가 기증한 4,000권이 추가 되면서 1827년

도서관은 하버드의 심장으로서 명예와 위상을 함께 해 온 공동체임을 증

하버드 전체 장서량은 2만5,000권에 이르렀다.

명해 왔다.

Langdell Library)을

이때만 해도 하버드는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명문사학 중의 하나인 듀크(Duke)대학만 해도, 도서관의 100만 권째

대학이었다. 1167년 창설된 옥스퍼드대학, 1209년에

책(1950), 200만 권째 책(1969), 300만 권째 책(1979), 400만 권째 책(1992)들

창립된 케임브리지대학에 비하면 5세기나 늦게 출발

에 대한 저자, 서명을 공표하여 미국 최상의 대학임을 과시하는 것을 보

해 내세울 만한 도서관도, 장서도 없었기 때문이다.

면 어떤 대학이든 최고의 지적자산인 도서관을 도외시하고는 명함을 못

영국보다 2세기가 늦고, 미국보다 3세기 이른, 1386

내민다.

년에 개교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학의 이때 장서가
12만권에 불과할 만큼 책이 귀한 시절이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오늘의 하버드가 존재하는 것은 훌륭한 교
수보다, 똑똑한 학생보다, 먼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도서관 창문’

그 후, 토마스 홀리스(Thomas Hollis)가 3대에 걸쳐

(library window)과 책이 있었기 때문이다”나는 이 말의 진의를 다시 생각해

그의 재산과 책들을 기증하고 미국대학 최초로 하버

보니 대학이 정식명칭을 갖기도 전에 이미 도서관이 있었다는 분명한 사

드도서기금(Harvard’s Book

Fund)을

설치함으로써 도서

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다. 지금 그의 이름을

실과, 하버드의 상징성은 결국 도서관으로 귀착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봤다.

2007.
HOLLIS는 하버드컬리지도서관 장서의 온라인검색시스템 이름이고, HOLLIS Plus는 그 밖의 도서관 특수D/B, 전자잡지 등의 목록검색시스템 이름이다. (http:/hplus.harvard.edu)
4) 1638년, 400권에서 시작한 도서관이 1856년 장서 10만 권으로 성장하기까지 218년의 긴 세월이 필요했다. 그런데 10만 권의 장서가 50여 년(1856~1910년대 초)동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100만 권을 확보했는지 그 과정이나 통계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 주한미국대사관,
2)『미국의 역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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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진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사무국 대리

이인표 에스콰이아 회장께서 연구 문헌의
25년전고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국의 사회과학
도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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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과
학
도
의
길

′

( ,

재
에
스
콰
이
아
학
술
문
화
재
단

한
국
사
회
자
료
원

이
함
께
합
니
다

립해서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을 만들어준 것 입니다. 사회과학
도서관은 이용자가 고가의 학술지를 필요로하다면 구입하여
제공해준 한국 사회과학 문헌정보 서비스의 선도자였습니다.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이 본격적으로 문헌정보를 제공하
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술 정보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IT 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전자 정보 시
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도
서관을 전자 자료와 문헌을 통합 제공하는 자료원으로 발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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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은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관찰에 의해서 축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자료가 충분히 있

적된 지식의 체계입니다. 자연과학이나 마찬가지로 경험과학

어야 합니다. 매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회과학 자료는 그 양

으로, 사실을 말해주는 자료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엄청

그러나 한국 사회과학은 얼마 전까지 연구와 교육 모두에서

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자료와 경험 연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체제비

데 이러한 자료들이 한번 쓰이고 나면 대부분 버려지고 맙니

판적 이데올로기 지향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향

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은 십여 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이제 자료에 기반한 경험연구에 박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료축적의 중요성을 인식하

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사회과학은

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

근대화와 더불어 야기된 사회적 혼란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

니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ICPSR(Inter-University

한 학문입니다. 한국사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급격한 변화를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경험했고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혼란은 논리와 주

Service),

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논리와 주장만 내세운다면 한국

비스기관들이 바로 그런 노력의 대표적 산물일 것 입니다.

Consortium for

영국의 ESDS(Economic and Social Data

그리고 독일 퀼튼대학의 ZA(Zentralarchiv) 등의 자료서

은 언제까지나 글로벌 체계의 주변부를 맴돌 것입니다. 한국
이 그 중심부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한국의 현실을 직시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축적된 자료는 여러 가지 연구에

하고 세계를 알아야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통합하고 재구성하면 사회를 여

사회에 대한 경험 연구의 축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러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연구하는데

와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를 재검증하는 중
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했던 방
법들을 그대로 따라 수행함(replicating)으로써 기존 연구 결과
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래 전에 생산
된 자료들을 새로 개발된 분석기법이나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성과를 산출할 수도 있
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과학 자료의 축적과 공유는 그 가치를
끊임없이 재창출하여 사회과학을 발전시키고 연구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는 데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축적된 자료는 연구에만 이용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이
용되는 것보다도 교육에 더 많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사회과학 교육은 한국 사회에 대한 탐구보다 서구 이
론의 소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학부뿐만 아니라 대
학원 교육에서도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실했

JAN+FEB 2009 Vol.169

29

도서관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

공개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자료를 공유하는 제도도 발전해야

박사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제도는 어느 정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도 확립되었으나 아직 자료까지 공개하고 공유하는 제도는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은 한국 사회
과학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확신합니다. 한국 연

도서관계를 구독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는 데이터 아

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제공하는 일을 제대로 하

카이브 사업의 가치와 의의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

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KOSSDA는 다른 선진국의 자료

니다. 저희 KOSSDA가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와 자료

서비스기관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를 제공하는 한편 이 사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사회에 더

것은 지난 25년간 사회과학 도서관으로서 제공했던 문헌서비

큰 기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의 경험입니다. KOSSDA는 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료를 문헌과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도서관이 본궤도에 오른 1990년을 즈음
하여 인표어린이도서관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책을 구입해서 읽을 수 없는 어린이들이

선진국들에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도서관도 많고 자료원
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료와 문헌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해서 제공하는 도서관이나 자료원은 없습니다. 이미 소개
하여 드린바 있는 미국의 ICPSR도, 영국의 ESDS도, 그리고
가장 오래된 아카이브인 독일의 ZA와 같은 굴지의 자료서비
스 기관도 자료를 문헌과 통합해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KOSSDA는 한국 연구 자료와 문헌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획기적인 형태의 사회과학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공기관도 해오지 못한 이와 같은 국가적 사업을
한 민간 재단이 지원하는 기관이 하고 있다는 것은 경탄할 일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일뿐만 아니라 수집된 자료
를 이용하게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과학계에는 아직 자료 공유의 규범이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과학은 연구 산출물에 대
한 공유 제도가 잘 발전해 있어야 발전합니다.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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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여 어린이들에

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싶은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를 위하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해외의

여 어린이도서관 모델을 연구, 개발하였고 6년 남짓한 동안

여러곳을 포함하여 한민족 어린이들의 독서의욕을 북동아주

에 국내 14개 곳과 국외 8개 곳에 동일한 모델의 어린이도서

고 인격도야와 재능개발에도 도움을 주는 도서관이 되도록

관을 설치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의 새싹인 어린들

특히 국외 도서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포 어린이들에

에게 어린이도서관에 자주 와서 독서습관을 길러나가도록 지

게 한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큰 몫을 할 수

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있다는 판단에서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
이들이 함께 둘러않아 책읽기에 빠져있는 모습에서 우리 재

학문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어려운 환경에

단은 이 사업 역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있는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고자 하는 소박한 심정에서 시
작한 이 도서관 사업으로 각계로부터 많은 상찬을 받았습니

인표어린이도서관은 현재 각 도서관마다 매일 100여 명

다. 이것은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의 능력만으로는 벅찬 큰

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음을 안

사업에 조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학계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

겨주고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표도서관-책사랑잔치

인표도서관-영어스토리텔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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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지킴이

돌아보면...
글|

최지영�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우리 사무실에 신규사서가 들어왔다.
신규사서가 발령 났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와는 먼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막상 통합주제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는 기분이 묘했다.
주뼛주뼛한 신규사서를 보니 내가 처음 근무할 때가 생각났다.

처음

일할

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이

많이

들 었 다 .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갖는 첫 직장이었기에 그 이전까지 학생 생활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업무를 계속 배우고 익히고 모든 사람들과의 인사도 중요한 업무의 하나였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싹 긴장해서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이런 나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또 있었으니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는다는
것 이 었 다 . 대학교 때 매일 신고 다니던 운동화와 청바지에 적응되어있던 나의 몸은 높은 굽의 하이힐과 타이

트한 스커트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조금 빨리 걸으려 하면 높은 하이힐이 벗겨지기 일쑤였다. 빠르게 걸으려
는 나의 몸과 하이힐에 적응 못해 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발의 엇박자 결과였다. 지금이야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종종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자리에서도 벗겨져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신임공무원교육은

한숨

쉬어갈

수

있는

기 회 였 다 . 일단 회사에서 벗어난다는 조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자유로운 복장으로 마치 학생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게 했다. 게다가
도서관 동기들과도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 는 지 금 주 제 정 보 과 자 연 과 학 실 에 서 근 무 하 고 있 다 . 처음 안내데스크에 있었을 때를 잊

을 수가 없다. 선생님께서 업무에 대하여 이모저모 가르쳐주시곤“이제 지영 씨가 혼자 해봐”하시는데 나는 머
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리곤 두려움이 몰려왔다. 조금전까지의 설명은 잊은 지 오래고 바들바들 떨고
만 있었다. 이윽고 한 할아버지께서 오셨는데 잔뜩 겁을 먹고 있는 내게“새로왔어?”
하면서 씽긋 웃고 가셨다.
그때 거짓말처럼 긴장이 풀리면서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와 힘이 생겼다.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
는 자연과학실의 오랜 이용자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오시고 항상 앉으시는 그 자리에 앉으신다. 젊은

32

도서관계 Newsletter of Libraries

시절 고시공부를 오래해서 도서관에 오는 게 버릇이 되셨다는 할아버지는 센스가 넘치는 멋진 분이다. 주제정
보과는 이용자와 직접 대면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를 만나게 된다.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난 반면
무서운 이용자들도 많이 만난다. 세세하게 말하자면 눈물 없이 쓸 수 없을것만 같다. 이용자보다 나이가 어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사서를 무시하고, 도서관 규정도 본인생각으로 해석하여 사서에게 생떼를 부리거나 제대로 알
지 못한 채로 무조건 사서탓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는 찬찬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맘속으
로는 울고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처음에 이런 이용자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아 일도 손에 잡히
지 않고‘내가 뭘 잘못했지, 앞으로 어떡해야 하나...’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지금은 그냥 웃으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도 생겼다.

10 년 , 20 년 을

도서관에서 일하신 경험 많은 선생님들에 비하면 아직도 나는 신

규 사 서 . 이제 겨우 도서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수준이 되었지만, 아직도 다른 과의 많은 시스템

은 나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특히 디지털 도서관이 곧 개관을 앞두면서 더욱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
이 든다.

벌써 도서관에 일한지

2년 째

접 어 들 고 있 는 지 금 도 서 관 은 나의 알토란같은 시간을 보

내는 터전이요, 또 다른 나의 삶이 되었다. 항상 옆에서 힘이 되는 동료사서와 진심어린 충고로 나늘 일깨워주
시는 좋은 선배님들도 많이 만났다.

앞으로도 도서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과 함께 나도 함께 무럭무럭 자라고 싶다.

잔뜩 겁을 먹고 있는 내게
“새로왔어?”
하면서 씽긋 웃고 가셨다.
그때 거짓말처럼 긴장이 풀리면서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와 힘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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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15일 개관한 이후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
력하여 왔다. 이에 5월 디지털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도서관으로 거급나기 위하여
을 수립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2009-2013』

국립중앙도서관 2009-2013
● 추진목적
� 지식기반사회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서비스의 선진화, 도서
관 정보∙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국가

� 대국민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CDRS) 실시
� 기초생활권 단위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635개소 조성

13년까지

전국

�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 및 150개 공공도서관 보급 확산

지식경쟁력 강화
글로벌도서관 교류협력 강화

● 추진전략

� 주요국 국가도서관과 교류협정 체결(12 →21개관) 및 한국자료

� 국가 지식정보 자료의 망라적 수집과 과학적 보존관리

� 아시아∙아프리카 작은도서관 보급 확대(7→72개소)

실 설치( 6→21개처)

� 지식정보 이용과 접근의 효율화 및 소외계층 정보복지 구현
� 국내외 도서관 교류협력 증진 및 지식기반사회 선도

● 핵심사업

국가대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전문화∙효율화
� 독서프로그램 운영 확대(공공∙학교도서관 90 → 200개관, 다문화가
정∙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30 → 80개관)

� 어린이도서관 장서분류 및 검색체계,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세계지식허브로서의 디지털도서관 운영
� 첨단 디지털장서관리 운영시스템 개발 및 이용자 지향‘정보
광장’신설 (네트워크PC 500대)

● 주요 추진과제

�’
13년까지 디지털콘텐츠 1억 3,815만 건 확충

Ⅰ. 세계지식허브로서의 디지털도서관 운영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현황 및 과제

� 세계 8위 수준의 국립도서관 장서확충( ’
13년 1,100만책 목표)
�‘자료보존처리센터’및‘한국고문헌종합자료센터’설치
� 사서연수 교육 역량강화( ’
13년까지 21,400명)

디지털도서관 건립
� 부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64(국립중앙도서관 부지 내)
� 규모 : 연면적 38,014㎡(지상 3층, 지하 5층)

� 도서관 서비스 인증제, 차세대 도서관 모형 개발

� 사업기간 : ’
02~ ’
08.12(7년) / * ’
09. 5월 개관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통계 및 평가지표 개발,‘국가서지정보센터’

� 총사업비 :

1,179억 원

설치
� 지도자료실 설치 및 독도 등 영토 관련 지식정보 서비스

이용자 통합서비스 체계 및 이용서비스 기반 구축
� 통합

고품격의 도서관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 거주지내 도서관에서 전국도서관 장서를 대출받는 전국통합
대출서비스 구현
� 1개의 대출증으로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 자료 대출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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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프라 구축( ’08.5~12/71억 원), 디지털지식 통합서비

스체계 구축(’
08.6~12/59억 원), 디지털지식정보 포털시스템
및 협력망 구축(’
08.5~12/14억 원), 디지털 장서관리시스템 구
축(’
08.6~12/17억 원) 등

�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품격 높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추진 대책
세계적 수준의 첨단 디지털도서관 운영기술 확보 및 보급

필요

� 디지털서비스 운영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충
�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강화

추진 대책
� 상호대차서비스 참여기관을 대학∙전문도서관 등으로 확대

미래지향적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주제전문사서 육성 및 이용자 대상 주제별 전문인력풀 구성

� 디지털 콘텐츠 확충 및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실현

�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등 유휴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리모

�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체계 구현 및 시스템 확장 지속 추진

델링
� 대체자료 확충 등 장애인서비스 환경 구축

Ⅱ.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량 광화

� 문화행사의 다양화, 고품격화, 내실화

현황 및 과제

Ⅳ. 글로벌도서관 교류협력 강화

� 국가 장서개발 계획 및 지식정보자원의 망라적 수집 필요
�’
09년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완공에 따른 자료보존 전문
화∙대량화∙고도화(수장능력 2,000만책)
� 국가문헌의 분산보존과 분야별 특화 도서관 건립 필요성 증
대
� 보존처리 고도화 및 고문헌 발굴 수집, 국역 사업 확대 필요
� 도서관 전문능력 개발과 신규 수요 교육과정 개발 필요

현황 및 과제
� 국제 도서관계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상 강화 필요
� 세계도서관과의 교류협력 강화와 국제회의 확대유치 필요
� 국회∙법원도서관 등 8개 기관과‘국가전자도서관’공동 운
영 (DB 공동활용, 인적교류 등 협력체계 미흡)
� 남북도서관간 교류협력 미흡

� 도서관 발전 정책수립∙연구개발 역량 강화 필요
추진 대책
추진 대책

� 국제도서관계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위상 제고

� 국가 장서개발정책의 제도화, 납본 관련 법령 정비

�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 확대, 외국 유수 국립도서관과의 협력

� 분야별 분관건립으로 국가문헌 분산보존 기능강화
�‘자료보존처리센터’
,‘한국고문헌종합자료관’설립 추진
� 대한민국 영토 관련 고품격 지식정보 제공
� 도서관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조직 확충

강화 및 주요 국제회의 유치 추진
� 입법∙사법부 도서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 남북도서관간 단계별 교류협력 추진

� 도서관 발전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활성화

Ⅴ. 국가대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전문화∙효율화
Ⅲ. 고품격의 도서관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
� 어린이도서관

현황 및 과제
� 공공도서관 중심의 상호대차 운영으로 전문자료 제공의 한계
� 국립∙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부재
� OECD 주요국가 대비 공공도서관 수 절대 부족
* 1관당 봉사인구(한국

공공도서관(어린이실)

472

개관 설치
� 개별 도서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큰 어린이 및 청소
년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개선 필요

81,168명/미국 32,550명/영국 14,077명/일본

41,144명)
� 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저조(’
07년말 전체이용자의 0.16%)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사회문화교육 기능 수행
필요

176개관(문고형 포함),

추진 대책
� 표준화∙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어린이∙청소년 정보서비스 모형 정립 등 모델 도서관으로서
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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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산책 ╲ 서평

글|

김자영�출판편집기획자

Tolkien’s gown & other stories of great authors and rare books

아주 특별한 책들의 이력서

릭 게코스키

|

차익종 역

|

르네상스

|

2007.12.10 | ISBN 9788990828446

로렌스 _“나에게 책이란 허공의 목소리처럼 실체 없는 존재이다. … 초

릭 게코스키가 소개하는 책들의 이력서는 눈물 없이는 들어줄

판본이든 최종본이든 무슨 상관인가? 나는 출판된 내 작품을 한 번도 떠

수 없는 책들의 수난이라 해도 좋겠다. 주로 20세기 중반의 영

들어본 일이 없다. 내게 책이란 출간 시점도 없고 제본이 어떤가도 중요

미문학에 관한 책들이어서 한편으로는 그 시대 문화와 생각을

치 않다. 의문에 싸인 자신의 영혼과 씨름하는 사람에게 책이란 한때 꽃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일례로《바보들의 연합》
과

피웠다가 씨를 맺고 스러져가는 존재이다. 초판본이든 제41판이든 껍데

《동물농장》
은 모두 현실을 풍자한 작품인데도 두 책이 걸어간

기일 뿐이다.”

길은 서로 달랐다. 미국판《돈기호테》
라 할 수 있는《바보들의

릭 게고스키 _“이런 껍데기에 목을 매달다시피하는 나 같은 업자들은

연합》
은 출판사의 고치고 또 고치라는 요구에 2년 동안 고치기

로렌스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며,

를 거듭하다가 좌절하여 작가는 그만 자살하고 만다. 아들의 유

겉치레는 시간과 공간에 휘둘릴 뿐이다. 열성적인 독자라면 그의 손에 들

고를 책으로 만들기 위해 출판사와 평론가들의 문 앞을 전전한

린 책이 몇 번째 판본이든 무슨 상관이랴? 그렇지만 나는 겉표지를 갖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걸작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동

《아들과 연인》
을 되찾고 싶은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니 이를 어쩌랴.”
《아주 특별한 책들의 이력서》
214�215쪽에서 로렌스의 말과 저자의 말 부분 발췌

물농장》
을 쓴 오웰의 어조는“그래, 다 알고 있어. 내 책이 어떻
다는 것쯤은! 그런데 어쩌란 말이야!”
라고 독침을 쏘는 듯 경쾌
함이 묻어난다.
이 책은 영국 BBC에서 연속 강연된 <희귀한 책, 기막힌 사람들

●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무척이나 길고 자세하다. 풀어 쓰자

(Rare Books, Rare People)>을 바탕으로 다시 책으로 태어났다. 릭 게

면,“톨킨의 헐렁하고 긴 겉옷과 위대한 저자와 희한한 책들에

코스키가 일러주는 아주 특별한 책들의 이력서는 이러하다.《롤

관한 그 밖의 다른 이야기들(Tolkien’s gown

& other stories of great

(블라디미르 나보코프),《파리대왕》
(윌리엄 골딩),《호밀밭의 파수
리타》

지난 2008년 12월호 서평 도서였던

( J. D. 샐린저),《지혜의 일곱 기둥》
(T. E. 로렌스),《호빗》
(J. R. 톨킨),
꾼》

이다.
authors and rare books)”

(셔먼영, 이정아 옮김, 눈과마음, 2008)는 디지털시대를 살
《책은 죽었다》

(살만 류수디),《바보들의 연합》
(존 케네디 툴),《길 위에서》
《악마의 시》

고 있는 오늘날, 종이책이 지닌 불편함과 경제성 면에서 책의

(잭 케루액),《율리시즈》
(제임스 조이스),《도리언

물질적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담은 책이

(조지 오웰),《아들과
와일드),《동물농장》

었다. 그러나 이 책,《아주 특별한 책들의 이력서》
는 책의 초판

像)》
(실비아 플러스),《헤리포터와 현자의 돌》
(J. K. 롤링),‘피터 래빗

본과 헌정본 또는 한정판을 찾아 수집하고 작가의 친필원고를

(배아트릭스 포터),‘세 편의 단편과 열 편의 시’
(어니스트 헤밍웨
이야기’

몇 십 억에 사들이는 서적상(책수집가들과 판매가들)의 이야기가 나

이),

온다.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다. 우리는 이처럼 오래된 것과 새

(그레이엄 그린),《높은 창》
(필립 라킨)으로 모두 20편이다. 릭 게고
후》

로운 것이 공존하여 섞여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

스키가 들려주는 스무 편의 책과 저자에 관한 후일담을 듣고 이

이다.

고전들을 읽게 되면 책을 읽는 맛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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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연인》
(D. H. 로렌스),《거상(巨

시(詩)들(T. S. 엘리엇),‘다시 찾은 브라이즈헤드’
(이블린 워),《2년

김태경�한국도서관협회 회원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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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점자도서관 발전사

●

육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제약을 가

이 책『한국의 점자도서관 발전사』
는 바로 시각장애인을

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재해

위한 점자도서관의 태생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

와 전쟁 등으로 장애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세계각

이다. 한글 점자의 개발, 최초의 점자도서관 설립과정을 비롯하

국에서는 장애인의 생활 유지와 사회 복귀가 중요한 문제로 대

여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점자와 관련된 정보매체의 변화, 점자

두되었다. 이 문제는 이후 국제적 관심과 사회적 공론화로 이어

도서관에 관련된 국가 법제의 변화 등과 함께 시각장애인에 대

졌으나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으로 장애인 대책

한 복지정책이 전무하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장애인

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우리 사회에서 점자도서관의 발전

을 통한 기
그러나 1975년 국제연합의「장애인 권리선언」
선언, 1980년「세계 장애
회균등화, 1976년「세계 장애인의 해」

상이 각종 사료와 육성인터뷰, 관련 사례들을 토대로 역사적 연
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인의 해 행동계획」발표 등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장애인

이 책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태생기,

에 대한 접근을 시혜의 차원에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

혼돈기, 성장기로 구분하고 있다. 1980년대 이전을 점자도서관

권의 문제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2006년

의 태생기로 점자도서관을 통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봉사가 시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 권리 보장에

작되던 시기로, 1981년부터 1996년까지를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장애인 권리협약」
을 채택하기에 이

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저변에 확대되던

르렀다.

시기로, 점자도서관의 설립이 증가하고, 공공도서관에 장애인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

열람실이 설치되고, 점자도서의 제작이 디지털로 전환되며, 시

과「장애인∙노
니어서 2008년에 비로소「장애인차별금지법」

각장애인용 컴퓨터 보조공학이 도입되면서 독서환경에 큰 변화

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을 시행하여

를 주었던 혼돈기로, 1997년 이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

권리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

식이 나아지고 국가적으로 문화복지 정책의 추진되는 한편, 정

에서는‘지식정보
이 마련되었으며, 2006년 제정된「도서관법」

책적∙법적 제도가 강화되는 성장기로 설명함으로써 한글 점자

격차의 해소’
와‘지식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

로부터 시작되어온 1세기에 걸친 한국에서의 점자도서관 역사

진’등을 중요한 도서관의 역할과 책무로 제시함으로써 도서관

를 통찰하고 있다.

에서 장애인서비스의 기반이 구체적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이제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장애인서비스를

법적 기반이 없었던 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의 서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는 시기에 장애인을 비롯

스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어렵게 발전하여 왔으며, 시각장애

한 정보소외계층에 있어서의 인권의 문제, 그리고 그들에게 있

인의 알 권리와 읽을 권리를 위해 봉사했던 점자도서관의 경우

어서 도서관의 의미와 중요성, 21세기 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책

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무를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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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문화산책
글|

01

光� 박광무�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瑞
草
마
을
의
새
아
침

배달겨레

自尊感 한껏 드높이는

三足烏의 후예

디지 로그 新時代의 선언을.

밝히 비취는 己丑 元旦의 陽光!
그것은 新世紀 주인공이길 자처하는
디지털 도서관 열림으로

우리 모두의 천명(闡明)이다.

國圖의 새로운 偉容 드러낸 風光.
국립중앙도서관,
섣달 스무아흐레

그 眞理와 智慧의 寶庫여!

그날 瑞草 마을엔 瑞雪이 내렸다.

민족의 심대한 기운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들 마음엔 새로운 다짐을 하였다.

세계를 향하여 實力과 指導의 位相 세워나가라.

밝은 책의 길
온 누리로 열린 창.

지식과 정보의 바다로
드넓은 航海를 두려워 말라
대한의 圖書館, 圖書館人이여!

2009.1.5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준공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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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글|

02

김설옥� 자유기고가

시간도 느리게
흐르는 섬,
슬로우 시티
신안 증도
도서관 사람들이 들려주는
도서관 이야기를 담은 책을 집필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동호회의 문화답사에 동행한 것도
벌써 세 번째의 일이다.

겨울 바다는 두 가지의 상반된 분위기를 동시에 지녔다. 하나는 인적이 드문 모래사장으로부터 오는
고즈넉함이며, 다른 하나는 살을 에는 칼바람에 몸을 뒤흔드는 파도의 격렬함이다. 여행객들이 붐비
는 여름에는 결코 보여주지 않는, 그래서 물놀이를 즐기려는 교만 따위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
게 하는, 누구나 고독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겨울바다만의 매력이란 거기에서 온다.
국립중앙도서관 문화답사동호회에서 찾아간 12월의 증도 또한 그랬다.
한국은 섬이 많은 나라다. 비록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고 하지만, 작
증도 선착장에 도착해서.
바람은 많이 불었지만,
다행히 생각만큼 춥지는 않았다.

은 땅덩이에 비해 이처럼 많은 섬을 가진 나라는 아마 드물 것이다. 특히 서남해 근방은 지도로 보기
에도 온갖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어서 그야말로“다도해(多島海)”
라는 이름에 들어맞는 지역이라고

●

할 수 있다. 바로 그 다도해에 위치한 증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섬답게 평온하고 조
용하면서도, 어딜 가나 사람 냄새가 켜켜이 묻어 있는“살아있는”섬이다.
고요한 것 같으면서도 고개를 조금 돌리면 저 멀리서 겨울바람에 파도가 출렁이고 그 찬바람을
맞으며 제 나름의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머리칼이 덩달아 흩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섬마을이지
만 동네 어귀마다 소박하게 자리한 논밭에 누군가가 매어놓은 흑염소 몇 마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육지에서 온 손님들을 맞아주는 곳, 증도에서의 1박 2일은 다른 곳의 5박 6일보다 크고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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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 섬이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긴 했지만, 그보다 먼저
‘증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가 증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방문
했던 소금 창고와 넓게 펼쳐진‘염전’
이 바로 그것이다.
흔히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을 빗대어‘빛과 소금’
이라고 표현하
기도 하듯이 소금의 중요성은 여기서 굳이 강조하는 것조차 새삼스럽다. 특히
신안군에서 만들어지는 천일염은 일반 정제염에 비해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한
미네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으니, 짠 음식을 피한다고 무조건 싱겁
게 먹는 것보다는 천일염으로 적당하게 간을 맞추어 먹는 것이 더 현명하단다.
●

천일염과 정제염의 차이점을 비롯해 소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

단일면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평염전에서는 원래 염전 체험을 할 수 있

와 상식을 알 수 있는 소금 박물관(위)과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

다고 하는데, 우리는 겨울이라 직접 체험은 하지 못하고 대신 박물관과 소금을

을 보관하는 소금 창고(아래)

보관해둔 소금 창고와 휴식중인 염전만 구경하고 돌아서야 했다.
동호회 회원 중 하나가 창고 벽에 붙어 있던 소금을 떼어 조금 맛보기도 했는데,“생각보다 안
짜네!”
하고 감탄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안내해주던 고경남‘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관장님께서 짠
맛이 심한 것은 중국산 소금이나 정제염이며, 진짜 천일염은 짜지 않다는 작은 팁을 주시기도 했다.

어느 곳이나 그 지방 특유의 음식이 있겠지만, 전라도는 특히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증도
에서는 특유의 토속음식이나 유명한 식당은 없지만 대신 철에 따라 민어회나 짱뚱어탕을 즐길 수 있
다. 우리는 먼 길을 달려온 보상을 그것으로 받았다. 점심을 놓쳐 배가 고팠던 탓에 정신없이 저녁식
사를 했는데, 그날의 메인 요리였던 장어탕도 훌륭했지만 덩달아 나온 깻잎이며 젓갈 같은 밑반찬의
맛이 좋아 모두가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대한민국 1호 작은 도서관으로 알려진‘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에 방문했다. 이곳은 섬에 사는 사람들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데, 섬이란 곳이 본래 해
가 지고 나면 할 것이 없는 터라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아담한 규모에 컴퓨터 두 대와 작은 서가와 앉아서 편하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소파, 쿠션이 아기자기
하게 놓여있는‘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을 돌아보며 많은 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던 것은 육지
와 달리 충분한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가 적은 섬마을에 이 같은 도서관이 위치하여 있다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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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뚱
어
다
리

한 중요성과 그에 맞춰 장서를 선택하고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서가에 꼽힌 책을 들춰보
며 한참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회원
하나가 들뜬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눈이다!”
고개를 돌려 보니 과연 바깥에서 가랑눈이 내리고 있었
다. 내내 하늘이 흐리더니 눈이 내리려는 징조였던 듯도
싶다.
도서관 탐방을 마친 후에는 증도의 명물 짱뚱어 다
리로 향했다. 어느 동남아 휴양지를 연상시킬 만큼 이국
적인 분위기의 해변에 발이 폭폭 빠지는 모래사장을 따
라 쭉 걷다보면 갯벌 위를 지나는 짱뚱어 다리를 발견할
수 있다. 짱뚱어 다리라는 재밌는 이름에 걸맞게 여름이
면 짱뚱어를 비롯한 게, 백합 따위의 갯벌 생물을 잡는
재미도 있다고 한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다리를 따라
쭉 걷다보니 보슬보슬 내리던 눈발이 한결 더 강해져 그
냥 보기에도 근사한 풍경이 한결 더 운치 있었다. 멀리
까지 펼쳐져 소리 없이 반짝이는 갯벌을 보고 있자니 이
런 것이 바로 서해의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
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한가롭게, 그러나 자세히

●

웅
전
해
수
욕
장

들여다보면 무언가 끊임없이 꿈틀대고 움직이며 숨 쉬
고 있는 서해의 갯벌. 외국 휴양지처럼 보기 좋게 꾸며
놓은 해변도 나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갯벌이 지닌 그
러한 두 가지의 얼굴이 증도를 슬로우 시티라 부르게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 슬
로우 시티를 떠나면 월요일부터 다시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
냥 아쉬움이 밀려오는 것이 나 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빨리 빨리”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성질이 급한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라지만 이곳 증도에 오면 누구나 느긋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바람
에 따라 철썩이는 파도가 발목을 잡고 뻘 위에 듬성듬성 난 구멍으로 뻐끔뻐끔 올라오는 거품이 또
발목을 잡고, 섬 안쪽으로는 너무나 낯에 익은 시골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니 나도 모르게 걸
음이 느려지고 심신이 평온하고 여유로워지는 곳. 물론 우리가 몸을 부대끼고 사는 현실과는 동떨어
져 있는 듯한 섬 특유의 이미지 때문에 더욱 아쉬운 기분이 들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문
화 탐방을 위한 여행지였던 것에 반해 증도 지역 주민들에게 그곳은 삶의 터전이자 현실 그 자체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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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NEWS 0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능력발전과,
『교육훈련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능력발전과는 전국 29개 교육훈련기관 대상 행
정안전부 종합평가결과,
『교육훈련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어

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준공식 개최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성남기)은‘08.12.29(월)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

“제2회 공공도서관 협력 업무 유공”수상자 선정

서관 부지 내에 완공된 디지털도서관의 준공식을 갖고 도서관2.0

국립중앙도서관 협력 업무를 통하여 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이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용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기 위하

디지털도서관 글로벌라운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

여 관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심사위원회를 개최, 선정하였

관광부장관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성남기 국

다. 시상식은 2008년

립중앙도서관장을 비롯해 국내 도서관계, 공사 관계자 등 관련인사

12월 10일(수)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

서 거행되었다.

20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도서관 현판 제막식 등에 이어 유인촌 장관의 기념사, 고흥길
위원장의 축사, 도서관 내부 시설관람 등으로 진행된 준공식에서 성

● 단체
포상훈격

등급

기관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최우수상
우수상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장려상

1
1
1

단체명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 개인
포상훈격

등급

인원수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상

최우수상

1

우수상

2

국립중앙
도서관장상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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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급)

소속

표두찬
(지방사서6급)

창원도서관

이충미
(지방사서7급)

천안시중앙도서관

서유경
(지방

전라남도교육청

김성득
(지방사서6급)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최지혜
(관장)

부평 기적의도서관

김명화
광주광역시립도서관(산수)
(지방사서6급)
김원규
(지방사서5급)

신탄진도서관

박은경
(지방사서6급)

경기도립성남도서관

김정자
(지방사서7급)

김제시립도서관

남기 국립중앙도서관장은“디지털도서관의 준공으로 우리나라 도서

관 문화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며“대한민국

2.10부터 3.12까지 전 직원을 6개조로 편성하여, 12시간(6시간/2회)

을 넘어 세계 최고의 디지털도서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씩 인간관계ㆍ상황별 리더십ㆍ의사소통 등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

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화하는 전문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 통합전산센터의 자체테스트와 첨단시스템
의 시험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09년 5월 디지털도서관을 전면

개관할 예정이다.
문의 � 국립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 02-590-0722

‘성호家의 사람들’전시
국립중앙도서관 6층 고전운영실에서는 성호문고 자료 중 성호 이익
(�瀷,

1681-1763)을 비롯한 이서, 이병휴, 이가환 등 성호가의 시문집,

유고 등 자료를 전시하여 성호학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문의 � 사서능력발전과 02-590-0554

2009. 1.

2(금) ~ 3. 31(화)까지‘성호家의 사람들’전시를 개최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성호문고(星湖文庫)가 설치된 시기는 1994년으로
기증책 수는『성호사설(星湖僿說)』
등 165종 804책이며, 기증자는 성
호선생의 둘째 형 이잠(�潛)의 9세손 이돈형이다. 전시내용은
『가제
축식』
등 성호문고 자료 22종과 2008년에 성호문고 특집으로 발간
된『선본해제Ⅹ』
로 성호학파의 경학, 예학에 대한 연구 및 개인문집
의 편찬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2008년 한 해 동안『가장 많이 이용한 책』발표

2008년 한 해 동안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도서를 주제 분야별로 인문과학 10책, 사회과학 10책, 자연과학 10
책, 문학 10책을 발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8년한해 동안 분야별로 이용자들이『가장 많이 이용한 책』
분야
인문
과학

사회
과학

문의 � 도서관연구소 02-590-0504

국립중앙도서관 전문역량 강화 직원 교육훈련 실시
국립중앙도서관 5월 개관 예정인 디지털도서관의 본격적 운영을 앞
두고 웹

2.0을 기반으로 한 고품격 지식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

한 전 직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훈련 과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디지털ㆍ아날로그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1. 12(월) 실시하게 되며(09:00~18:00), 이어서

자연
과학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서명
시크릿
생각의 탄생
만들어진 신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꼴

1, 2

마지막 강의
마음의 소리 1~3
새로운 편집디자인

1~3
20세기의 미술
경제학콘서트 1, 2

그대를 사랑합니다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1, 2
88만원세대
꿈꾸는 다락방 1, 2
부자사전

화폐 전쟁
(앨빈 토플러)부의 미래
경제상식사전

1日30分
몰입
생명 : 생물의 과학
생명과학
유기화학
이기적 유전자
미분적분학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2007
2008
리처드 도킨스
김영사
2007
김혜남
웅진씽크빅
2008
허영만
위즈덤하우스
2008
랜디 포시 외
살림출판사
2008
조석
중앙북스
2007~2008
임헌우, 한상만
나남출판
2007
강풀
문학세계사
2007
노버트 린튼
예경
2003
팀 하포드
웅진씽크빅 2006, 2008
박경철
웅진씽크빅
2006
허영만
위즈덤하우스
2005
우석훈, 박권일 레디앙미디어
2007
이지성
국일출판사 2007~2008
쑹훙빙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앨빈 토플러
청림출판
2006
김민구
길벗
2008
후루이치 유키오
이레
2007
황농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Wil iamK.Purves 외 교보문고
2007
닐 캠벨 피어슨 에듀케이션코리아
2006
JohnMcMurry 자유아카데미
2005
리처드 도킨스
을유문화사
2006
청문각
JamesStewart
2004
론다 번

살림출판사

로버트루트번스타인

에코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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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자연

6

(레닌저) 생화학 1, 2

David L.Nelson 외

월드사이언스

2006

7

(이원복 교수의) 와인의 세계,
세계의 와인 1, 2

이원복

김영사

2008

내몸 다이어트 설명서

마이클로이젠,메멧오즈

김영사

분자 세포 생물학

HarveyLodish 외

월드사이언스

신경학

대한신경과학회

군자출판사

즐거운 나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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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공지영

오픈하우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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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제7 권Ⅰ~ 제7권Ⅳ

조앤 K 롤링

문학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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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

기욤 뮈소

밝은세상

바람의 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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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결혼했다
식객

1~21

완득이

박현욱

문이당

허영만

김영사

김려령

창비

540개관을 비롯해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
관 등 총 2,319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공공도서관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는 평가를 통한 도서관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도서관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의지
를 북돋우고, 개별 도서관에게는 도서관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선 방
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2006
2007
2006
2003~2008
2008

문의 � 주제정보과 02-590-0585
수상기관 기념 촬영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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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2008년 12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연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수원에서‘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을 진행하
였다. 이번 워크숍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마련

2008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발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되었으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매뉴얼 시범활용 및 시연, 관련

2008년 11

주제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13개 지역

38개 도

25일(화),‘2008 전국도서관 운영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영예

서관의 프로그램 담당자가 참여한 이번 행사를 통해 도서관 직원들

의 대통령상은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서울 정독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의 사기진작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유익한

부문에서 경남 토월초등학교가 선정되었으며, 국무총리상은 공공도

자리가 되었다.

월

서관 부문에서 제천시립도서관과 동두천시립도서관이, 학교도서관
부문은 창곡여자중학교도서관과 민족사관고등학교도서관이, 병영도
서관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도서관이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부산 구

포도서관을 비롯한 36개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선정되
었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9월30일부터 11월17일까지,

전국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임원선 단장 인사말

한상완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교육에서 주제강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상완 위원장은
장관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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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수),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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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도서관이 문화복지의 중심인가’
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문

제도개선팀에서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진흥과로 조직을 정비하였다.

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의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번 행사에서 한상완 위원장은“문명과 문화의 원동력은 콘텐츠이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서관 운영평가 및

그것은 바로 도서관에 있다”
고 강조하고,“도서관 없는 선진국은 생

도서관통계 등의 업무를, 도서관진흥과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도

각할 수 없다”
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무한경쟁

서관정보화정책, 지역대표도서관 육성, 공공도서관 개관시관 연장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시에 과학기술정보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국립

고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국가도서관체계가 구축

중앙도서관에서 담당하던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업무를 이관받아 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관진흥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08년 12월19일(금), 유인촌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보고에서
임원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은‘지식정보사회의 허브로서 도서
관 육성’
을 정책목표로 수립하고,‘생활권 중심의 친환경적 도서관
확충’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강화’
,‘도서관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
을 3대 중점과제로 제시하였다.

업무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기획단은 2009년 한해 동안 공공도

서관 56개관 건립을 위해 342억 원, 생활중심 독서∙문화공간인 작
은도서관 조성으로

위원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발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한상완)는

2009년 1월6일

200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수립∙발표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은 지
난 2008년 8월, 확정∙발표된 국가 도서관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
인‘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을 기반으로 25개 관계 중앙행
정기관과 16개 시∙도가 수립∙제출한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하여 최종 확정한 것이다. 2009년도 시행계획에는 각 부처와 시∙
도가 추진하는 분야별 세부정책과제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2009년
(화),“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 도서관 관련 정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35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120개관에 42억 원을 지원하여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 및 장애
인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도서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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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하위 법령 정비 추진, 주제전문사서 도입 추진 등 도서관인력 양

국내 도서관계 소식

성제도 개선,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공공도서관 13곳 올부터 회원 공유 개방
위원장, 천안시 도솔도서관 개관식 참석 축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상완 위원장은

2008년 12월

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이 공공도서관 1곳의 회원증으로 광주시
전체

13곳의 공공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23일(화), 천안시 도솔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서 한

시는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협력활성화를 위한 국고

상완 위원장은“도솔도서관 개관은 천안시의 지식과 문화복지를 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광주시립도서관이‘광주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단계 상승시키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며, 도서관 개관을 축

회원공유 사업안’
을 제출, 추진사업으로 선정돼 이같은 성과를 거뒀

하하였다. 도솔도서관은 천안시청 민원동 2층에 설립되었다. 일반열

다고 설명했다.

람실과 디지털열람실을 비롯하여,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등 총

476석의 이용좌석과 2만4천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제주도민들, 책읽기 관심 높다
제주 도민들의 도서관 도서 대출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조직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조사돼 책읽기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

2009년 1월1일부로, 2과

1팀에서 2과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기존의 정책기획과, 정책조정과,

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최근 지역별 주민 도서관 이
용실태(2007년 기준)를 조사한 결과 제주가 1인당 도서 대출실적(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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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1인당 장서량(2.6권), 1인당 운영예산(1만4570원) 등에서 전국 1

합천도서관 순회문고는 지난해 삼산골 공부방을 시작으로 보름달문

5870군부대, 삼가지역 아동센터 등 5개 기관 총
30회 1,370권의 책을 대출했으며, 올해에는 10개 기관을 목표로
고, 합천 고려병원,

위를 차지했다.

1인당 도서관 이용횟수에 있어서는 경기(4.4회)와 전남(4회), 전북(3.9
회), 강원( 3.8회) 등에 이어 제주( 3.7회)가 5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하고 있다.

국정시책 평가에서도 제주는 도서관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도서관 관계자는“순회문고를 통해 책과 지역주민의 거리를 좁히고

책읽기 기반시설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생활속의 작은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주민의 독서지수를 높이는 효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올해 도서관 발전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도서

과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관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환경 개선은 물론 독서진흥운동을 역점 추
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 조성 등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지역 대표도서관 운영과 야간 개관시간(매

대전시, 공공도서관 늘리기로

일 오전 6시~오후 10시)

대전시는 시민들이 평소 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

연장사업 지속 운영 등 책읽기 환경 조성에 나

서관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인구 6만명 당 1개의 도서관을 보

설 방침이다.

유하기로 하고 현재 19개인 공공도서관을

2010년까지 25개로 늘

리기로 했다.

서울시 강동구, 도서대출반납기∙대출예약기 천호역에 설치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월부터 지하철 천호역 내에 무인도서
대출반납기와 대출예약기를 설치 운영한다.
이번 무인도서 대출반납기와 대출예약기의 설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지원사업인‘2008 무인도서자가반납기 및 도서대출예약기 시

시는 올해 노은지구, 진잠지구 등 신개발 지역에 3개의 공공도서과
늘 개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송촌지구, 동구청사 등에 공공도서관

10개, 내년 10개의 작은도서
관을 새로 세워 현재 152개인 작은도서관 수도 172개로 대폭 늘려
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나갈 계획이다.

25개구 가운데 강동구가 선정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대출기 및 예약기의 설치비용 7000만 원은 전액 국∙시

범설치’사업에 서울시

영종도서관 민간위탁 새국면

비로 지원된다.

30만 명에 달해 이번 반납기

인천문화재단의 영종시립도서관 불법 위탁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반

와 대출예약기로 해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

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이 문제를 정식 안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으로 심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월

구는 천호역의 경우 하루 유동인구가

도서예약대출기를 이용하려면 각 가정에서 해공도서관 홈페이지

27일 시의회는‘영종
시립도서관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이하 주민모임) 2천624명

(http://www.gdlibrary.or.kr/hglib)에

이 제출한 진정서를 검토, 최근 주민모임에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접속해 도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는 도서관에 방문하는 대신 대출예약기를 통해 예약한 도서

이 결과에 따르면 시의회는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

를 직접 찾기만 하면 되고 책을 반납할 때에도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해 개

를 통해 반납하면 된다. 단, 해공도서관에 회원등록을 한 회원카드

별 조례, 또는 민간위탁 일반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민간단체

소지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에 위탁하는 건 가능하다. 시의회는 또한 인천문화재단을 민간단체
가 아닌 공공단체(기관)로 규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영종도서관을 공공기관에 위탁해도 조례나 규칙 등

합천도서관, 찾아가는 순회문고 운영

에 위탁 근거가 있느냐로, 시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합천도서관(관장 배향숙)은‘지역사랑, 찾아가는 독서도우미’라는 취

가 필요하다며 일단 주민모임의 의견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지로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순회문고는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시의회는“시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대상사업)

멀어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학생 및 직장인, 지역주민들에게 독서

제9호의‘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을 위탁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거로 영종도서관 위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영종도서관

기관이나 단체가 순회문고 이용을 신청하면 희망도서를 1개월간 기

의 인천문화재단 위탁에 대한 절차 및 적법성 등에 대해 심도있게

관 및 단체에 대여ㆍ비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은 굳이 도서관까지 와

검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가 공공도서관 육성 및 관

서 책을 빌려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하면 오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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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제172회 임시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인구 대비 도서관 이용률은 상남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문화재단 업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것이지 시장의 사무

향의 봄 도서관이 있는 상남동과 팔룡동이 각각 41%, 32%로 뒤를

중 특정 사무를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겠다는 규정이 아니다”
라며

이었다. 이용률은 상남동이

이와 관련, 김규찬 주민모임 대표는“인천문화재단 조례 제4조 등은

“영종도서관의 불법 위탁문제를 시의회가 현명하게 심의해 주길 바
란다”
고 말했다.

도서관 회원 등록률은 용지동이 48%로 가장 높고 상남도서관과 고

14.3%, 용지동이 14.1%

17.5%로

가장 높았고 가음정동이

순이었으며 팔룡동은

11.8%였다. 가음

정동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상남도서관의 위치가 상남동과 가
음정동 경계 지점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도서관이 없고 시립도서관과의 거리도 먼 동읍, 북면, 대산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학교도서관 개방 활발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학교도서관들이 연중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문
을 열어 독서붐을 조성하고 있다.

1월 28일

면 주민들의 회원 등록률과 이용률은 아주 낮았다. 회원 등록률은

19%, 북면 10%, 대산면 3%였으며, 이용률은 동읍 3.9%,
북면 3.1%, 대산면 0.5%였다. 이 밖에 명곡동, 성주동, 웅남동 주
동읍

서귀포시교육청(교육장 오중홍)에 따르면 관내 초∙중학교

민의 회원 등록률과 이용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가운데 성주동

학교도서관들이 겨울방학 중에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과 학부

지역은 현재 시립 성주도서관 건립공사가 시작됐고, 명곡동 지역은

모들에게 개방해 도서 대출 등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립 명곡도서관 건립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연구팀은 도서관을 신

또 상당수 학교도서관은 특색적인 독서∙논술프로그램을 운영해 독

설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웅남동과 북면, 동읍을 꼽았다.

서의 생활화와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연구팀은“남부생활권인 웅남동에 소규모 분관도서관 1개소, 북부생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활권인 동읍 지역에 분관도서관 1개소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 개방은 학부모명예사서교사, 교직원 및 학부모∙학생독서회

앞으로 북면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1개소의 분관도서

등의 자원 봉사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별빛불

관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빛고운 학교마을도서관은 학생∙학부모∙주민이 함께하는‘행복한
독서가족의 날’분위기 조성을 위해 야간 및 토요일에도 개방하고
있다.
별빛불빛고운 학교마을도서관이 개설된 학교는 현재 6개교로, 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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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덕초∙시흥초∙창천초∙강정초∙가파초마라분교장 등이다.
시교육청은 별빛불빛고운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
교별로 운영비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도서관계 소식
사드 에스칸더 이라크 국립도서관∙문서관장,

창원, 시립도서관 세 곳 더 필요

Honorary Fellowship 수상

앞으로 창원 동읍과 북면, 웅남동에 각각 하나씩 소규모 시립도서관

사드 에스칸더( Saad

분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라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서관을 위한 그의 뛰어난 운영능력

Eskander)

이라크국립도서관∙문서관( INLA)장이

보고서에 의하면, 상식대로 공공도서관과 가까운 곳에 사는 시민일

Honorary
Fellowship을 지난 12월 18일 수상하였다. 이 날 시상은 CILIP회
장 인 Bruce Madge에 의해 수여되었으며, 이번 시상식을 주관한
영국국립도서관장 Lynne Brindley 는“영국국립도서관은 지난
2004년부터 Saad Eskander관장과 이라크국립도서관∙문서관의

수록 도서관 이용률이 높고, 먼 곳에 사는 시민일수록 이용률이 떨

복구를 위해 협력하였으며, 그는 도서관계에 있어 매우 특별하고 역

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모델이 되는 인물”
이라 표현하여 그의 수상을 축하하였다.

창원지역에는 현재 용지동 시립도서관, 상남동의 상남도서관, 팔룡동

에스칸더 관장은 지난

의 고향의 봄 도서관 등 세 개 시립도서관이 있고 중앙동에 도립도

사이트를 통해 바그다드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대한 이라크국립도

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구 대비 도서관 회원 등록률은 용지동이,

서관∙문서관의 피해상황을 온라인 일기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창원대학교 창원발전연구센터는 최근 창원시가 의뢰한‘창원시 시
립도서관 실태조사와 확충 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는
창원대 정영애 교수가 책임을 지고 송광태∙정성문 교수가 공동연
구원으로 참여했다.

의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도서관협회의(CILIP )의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국립도서관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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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식

미국도서관협회(ALA), Midwinter 회의 개최

1 월에 개최되는 미국도서관협회(ALA )의
MidWinter회의가 2009년 1월 23일부터 29일까
매해

지 미국 콜로라도 덴버 콜로라도 컨벤션 센터에서
에서 개최되엇다. 이와 함께 전시회는 1월

23일부
터 26일까지 전시회도 ALA의 Midwinter회의는
10,000여명의 도서관 및 정보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하며, 200여개
의 토론그룹, 2,000여 위원회 회의와 행사, 작가포럼, 전시회 등이
열리며, 회의의 일부로서 1월 26일에 1년 동안 청소년들에게 특별
히 유익한 도서, 비디오와 같은 자료를 기념하고 학부모, 지도자, 사
서들에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자료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가이드

�일시 및 장소 : 2009. 8. 19~8. 20/ 스웨덴 스톡홀름
�초록 제출기한 : 2009. 1. 31

�채택초록 발표 : 2009. 2월 말

�논문 제출기한 : 2009. 4. 15

�제출처 : Ed King(ed.king@bl.uk)
● 개발도상국 토론그룹 내 LIS Education
�주제 :“Building

Bridges: Connecting the Soul and Spirit of LIS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일시 및 장소 : 2009. 8. 19~8. 21/ 이탈리아 밀라노
�초록 제출기한 : 2009. 1. 30 (300단어)
�채택초록 발표 : 2009. 2. 20
�논문 제출기한 : 2009. 5. 15
�제출처 : Ismail Abdullahi ( iabdullahi@nccu.edu)

라인을 제시하는‘청소년 미디어상’
을 발표하며, 시상식은 선착순으

● 의회도서관 분과

로 웹캐스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주제 :“Digital

2009 밀라노 WLIC Satellite Meeting 발표논문 공모

IFLA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예정
인 2009 WLIC 기간 이전에 개최되는
Pre-Conference(사전회의)인 Satellite

Meeting의 발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한다.

information for democracy: management, access and
preservation”
�일시 및 장소 : 2009. 8. 19~8. 21/ 이탈리아 로마
�초록 제출기한 : 2009. 2. 13 (1페이지 또는 300단어)
�채택초록 발표 : 2009. 3. 13
�논문 제출기한 : 2009. 5. 13
�제출처 : Gro Sandgrind (grs@stortinget.no)
● 관리∙마케팅 분과, 도서관협회 운영분과
�주제 :“Service Strategies for Libraries”

�일시 및 장소 : 2009. 8. 19~8. 21/ 그리스 아테네
�초록 제출기한 : 2009. 1. 15 (250~500단어)

● 예술도서관 분과
�주제 :“Art

and History: sharing Sources in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s”
�일시 및 장소 : 2009. 8. 19~8. 20/ 이탈리아 플로렌스
�초록 제출기한 : 2009. 1. 30
�채택초록 발표 : 2009. 3. 1
�논문 제출기한 : 2009. 5. 1
�제출처 : Olga Sinitsyna (olgas@libfl.ru)
● 통계∙평가 분과, 노섬브리아대학교
�주제 :“Libraries Plus: Adding Value in the Cultural Community”

�일시 및 장소 : 2009. 8. 17~8. 20/ 이탈리아 플로렌스, 피에솔레
�초록 제출기한 : 2009. 1. 30

�제출처 : Margaret Graham (margaret.graham@northumbria.ac.uk)
● 대학∙연구도서관분과, 공공도서관 분과, 도서관 건물∙설비 분과,
도서관 이론∙연구 분과, 관리∙마케팅 분과
�주제 :“Libraries as Space and Place”

�채택초록 발표 : 2009. 2. 15
�논문 제출기한 : 2009. 4. 30

�제출처 : Dr. Christie Koontz (ckoontz@ci.fsu.edu)

2008년 미국 도서관계 10대 뉴스

미국도서관협회(ALA)에서 발행하는 기관지「American
에서 2008년 미국 도서관계 10대 뉴스를 발표하였다.

�1위 : 경제위기로부터 도서관도 어려운 상황으로...

�2위 : 정보의 공개를 둘러싼 움직임-하버드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
�3위 : 동성애를 그린 자료의 금서문제

�4위 : 사생활보호를 둘러싼 투쟁 : 외국정보 감시법( FISA) 개정안
�5위 : 생명선으로서의 도서관 : 홍수, 허리케인의 내습
�6위 : 도서관에서의 게임이 주류가 되다

�일시 및 장소 : 2009. 8. 19~8. 21/ 이탈리아 토리노

�7위 : 지지활동이 도서관을 구하다

�채택초록 발표 : 2009. 2. 15

�9위 : 전국도서관주간

�초록 제출기한 : 2009. 1. 15

�8위 : 도서관계의 환경보호 활동

�논문 제출기한 : 2009. 4. 30

�10위 : 경제위기로 도서관 이용 급증

�제출처 : Marydee Ojala (marydee@xmission.com)
● 신문 분과, 스웨덴국립도서관
�주제 :“The

Present becomes the past: harvesting, archiving,
presenting today’s digitally produced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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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학 관련
연속간행물 게재 논문 목차

CONTENTS

●
범위
2008.11~2008.12국립중앙도서관 문헌정
보학실에 입수된 연속간행물의 논문 목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ISSN 1225-0902 ╲ Vol. 39 ╲ No. 4 ╲ 2008.12

차이다
기술방법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의 추이와 과제�이제환

5

간행물명,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

대학신문 보도를 통해 본 대학도서관의 활동 변화�이철찬

33

호), 권호수, 발간년월을 적었다. 각 간행
물별로 논문의‘표제/저자.....면수’
를적

AHP를 이용한 웹 사이트 신뢰성 평가 모델 개발�김영기

51

었다. 동양서에 사용된 간체자(簡體字)는

대학도서관 성과지표 모형 개발을 위한 상대적 가중치 연구�김정택, 한복희

71

번체자(繁體字)를 사용하였다.

주제전문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연구�노영희, 노동조, 안인자, 김성진

97

배열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동향 연구�이선희, 유수현

125

서양서는 어순(語順), 동양서는 자순(字

임대형 민간투자(BTL)방식에 의한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 김영석

149

알파벳문자 � カナ문자 � 한글 (한자의

KDC 제4판 식품영약학 분야의 수정전개 방안� 김정현, 강명수

171

우리음 포함)순으로 하였고, 같은 간행물

무헌분류법에서의 지역구분에 관한 연구�남태우, 백혜경, 이형미, 정수진

189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분류기호 탐색장치의 개선방안 연구�김자후

215

RFID 시스템의 도서관 적용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김연례, 이춘우, 최상기

237

전자정보자원의 검색시스템에 관한 연구�도태현

261

자동차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한 지능형 정보검색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서휘

283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품질 평가 모둘 개발에 관한 연구�박미영, 김민정, 승현우

305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서비스에 관한 비교 분석�한상길

331

메타데이터 응용프로파일 개발방법론 연구�오삼균, 박옥남, 원선민

353

과학기술분야 학술잡지의 반감기 측정에 의한 소장 가치 연구�소민호, 고성순

377

다문화 장서에 대한 목록 구축의 경험과 교훈 �노지현

397

사서교사 평가제도로서 현행 교원평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김성준

421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연구 �이승채

445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김홍렬

461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이용재, 배화숙

479

독서채료가 경증 치매노인의 이니도와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황인담, 박준식

505

順) 배열을 기본으로 하여, 간행물명의

은 권호수 순으로하였다.
*
게재된 논문의 본문(本文)은 문헌정보학
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JAN+FEB 2009 Vol.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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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원의 웹 아카이빙을 위한 납본 프로세스 개발 및 기능 설계�오상훈, 최영선
문헌분류방식에 따른 도서탐색용이성에 관한 연구�오경은, 김기영

5
25

새로운 N-ary 관계 디자인 기반의 온톨로지 모델을 이용한 문장의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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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안기홍, 최호진

43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이홍재

67

이메일기록관리를 위한 메타테이터 표준요소선정에 관한 연구�김용, 김늘봄, 이태영

87

혼합 방식에 기반한 의견 문서 검색 시스템�이승욱, 송영인, 임해창

115

영상 초록 구현을 위한 키프레임 추출 알고리즘의 설계와 성능 평가� 김현희

131

Analysis of the Accuracy of Use-provided information in Natural Language
Queries for Music Information Retrieval� 이진하

149

대학도서관 전자저널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장덕현, 최원찬

165

지표 적합도 분석을 통한 웹 사이트 신뢰성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김영기

185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Users’Continuance Intention in
Social Networking Sites�박지홍

205

사건중심 뉴스기사 자동요약을 위한 사건탐지 기법에 관한 연구�정영미, 김용광

227

해외학술지 우너문제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론 및 모델 개발�정영미

245

북미 대학의 한국학 장서 평가에 관한 연구�오경묵

269

학제적 분야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학술지 인용 분석에 관한 연구�유소영, 이재윤

283

한의학 연구개발과제 분류에 관한 연구�김상균, 김철, 장현철, 예상준, 송미영

309

연구자의 투고 학술지 현황에 근거한 국내 학문분야 네트워크 분석�이재윤

327

사서교사의 도서관 활용 수업을 위한 과제 중심의 교수설계 연구�함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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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뛰는 활기찬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계』
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 홍보지로서 2009년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를 선도하고 국내외 도서관계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폭 넓은 참여를 위하여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 현장에서 느낀 소감이나 제안
수록코너 : 도서관지킴이

A4용지 2매 내외
글자크기 및 줄간격 : 10포인트, 160%
원고분량 :

원고를 보내주실 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된 원고의 수록여부는 검토 후 개별로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원고는 '도서관계'를 통하여 영구히 남게 되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연락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협력과 한인선
주소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화 : 02-590-0636

02-590-0546
이메일 : hanfly@mail.nl.go.kr
팩스 :

국립중앙도서관 � 주요발간자료 � 도서관계 참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산시 중앙도서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찾아오면 언제나 행복한 곳. 바로 오산시중앙도서관이다. 이곳은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와
책이 함께 있어 꿈과 희망을 주고, 신도시 중앙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어른에게는 희망찬 미래
를, 다양한 서적으로 가득 찬 실버자료실은 어르신들에게 활력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월간 도서관계는 홈페이지(http://www.nl.go.kr)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