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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공사공법, 특징, 탄생과정
글|

임성필

정림건축 소장

1.설계개요

도서관이자 공원속의 도서관으로 도시의 컨

3.친환경

�설계 : 정림건축+무영건축+온고당건축

텍스트를 만들고 있다.

● 경사면 잔디

�건축가 : 정림건축 임성필

LANDSCAPE(GREEN CARPET)

Plug잔디를

20m높이 45。경사면에 잔

�시공 : 현대건설+대우건설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으로 형성된 대지

디를 식재한 냉난방,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의 판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서리풀 공원의

설계로, 사계절 녹색의 푸르름을 볼 수 있게

녹화된 바닥판으로 연속되며, 이것은 지상의

하였다.

142,233m2
�건축면적 : 1,152m2
�연면적 : 38,013m2
�규모 : 지하5층, 지상3층
�대지면적 :

심는 방법으로

건물 입면으로 펼쳐져 지붕에서 완결된다. 또
한 반포로로 이어지는 보행자의 인공흐름은
전면광장과 건물내부로 이어져 이용자에게
유동적이며 연속적인 행위영역을 제공한다.

2. 건축개념

5
지하 2층의 그린스팟

● 지하 층의 선큰가든과

지하 5층까지 빛과 바람을 통하게 하여 내
부근무자의 환경과 실내환기 및 채광을 고

EMPTINESS(URBAN VOID)

려하여 지하공간에서도 외부같은 조경공간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에 건립된 디지털

●

도서관은 다양한 미디어의 접근 및 활용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면 광장을 비움으로써

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지하

IT

도시 내의 다양한 문화와 다채로운 변화를

람실에는 그린스팟을 두어 디지털 공간에서

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소통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광장을 형성함과 동

자연과 소통하게 계획하였다.

의 문으로서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상징성

시에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서의 결절점 역

을 갖는다.

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가능하고, 방대한 정보 흐름의 중심에 선

2층 디지털 열

4. 특수공법

Air Roof) 공법

● 에어루프(

디지털도서관은 기존 본관을 가리지 않고

6

연속장섬유 보강토(Geo Fiber)에

INTERACTION

공사구간에 경암층 분포로 암파쇄 굴착시

존중하는 열린 배치, 마치 녹색의 카페트를

●

펼쳐 놓은 듯 넓고 푸른 자연, 그리고 커다

지식정보시대의 장소성을 확보하기 위한 커

소음 및 진동이 발생, 공기팽창식 구조를 사

란 저층부 기단을 통한 단지의 재통합과 기

뮤니티 시설로서의 휴먼인터렉션을( HUMAN

용하여 공사시에도 기존 도서관에 소음이

존 본관과의 편리한 연계를 통해 기계적이

INTERACTION)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다.

고 차가운 디지털이 아닌 자연과 감성이 살

접근이 가능한 대회의실, 디지털 북카페, 브

아 숨쉬는 녹색의 따듯한 디지털 세상을 구

라우징 데크, 실내정원, 다문화 및 정보체험

● 반송설비 시스템

현하고자 했다.

이 가능한 로비공간, 다층화된 연속 단면을

기존의 중앙도서관 본관, 자료보존관, 디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은 둘

가진 열람실을 두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

털도서관을 잇는 도서운반시설을 계획하여

이 아닌 하나로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유

보, 사람과 자연이 상호소통하는 흐르는 공

이용자가 자료 신청 시 자동으로 운반되어

기적으로 연계되는 미래형 첨단 하이브리드

간, 살아 숨쉬는 장소를 제공한다.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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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시키는 요소들로 내외부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Rod Wall

INERGEN

● 모빌랙

●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내최초 9단 전

층고가 높은 대 공간에 설치되는 시스템으로

청정 소화약제로 국가적 보존이 필요한 다량

동모빌랙을 도입, 리모콘으로 조정 가능한

알루미늄 대신 스틸소재의 수평 플레이트로

의 장서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체에 무해

지지함으로써, 풍하중을 수평부재에 전달하

하면서 소화 부산물이 없고 온난화지수, 오존

고 수직부재를 얇게 하여 미관을 세련되게

파괴지수가 낮은 친환경적인 소화 방법을 사

하였다.

용하였다.

9
단 서가의 움직이는 책장으로 서가 총 2,533
개에 도서 950만 권, 비도서 400만 점을 보
존할 수 있다.

●

사진으로 보는 공사 진행 순서

2006.6.7

2008.7.16

복공판 구간 작업

경사면 잔디 보강토 포설

2006.9.7

2008.8.27

Earth Anchor 천공

2007.3.29

5
2
con c

지하 층
(서고 구간, 전기실)
기초
’ 타설

2007.12.6

1~3F 철골구조물 설치

커튼월 유리설치

2008.10.20

B2 그린스팟 유리 설치

2008.10.27

B2

이용자서비스
구간 바닥
설치

OA FLOOR

2008.6.19

B3 로비구간 커튼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디지털도서관 외관 전경

조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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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광장 공간구성

정보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린 정보 제공의 실현”
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으로 정의되며, 디지털도서관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공간입니다.

B3

누구나 접근하여 체험할 수 있는
열린광장

메인 로비

대회의실

최대 70명이 개인별 노트북을 이용하여 컨퍼런스, 세미
나, 교육 등의 대형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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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정보실

‘지식의 뜰’
,‘광예술판’
,‘디지털 전광판’
,‘디지털 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베트남어의 PC 환경

문대’등 다양한 솔루션과 이용증 발급 및 물품 보관 서

을 갖추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다국어 서비

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전시실

쉼터

기획 전시 및 상설 전시를 통하여 다양한‘디지털 아트’

U-터치 테이블을 이용하여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엔터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테인먼트 공간

B2

디지털 정보를 열람, 생성하는 지식의 광장

B2F

로비

디지털열람실

노트북이용실

디지털도서관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디지털자료 검색, 열람, 문서 작성 및 대형모니터와 다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개인 PC(노트

있고, 벽면 멀티큐브 영상을 통해 환영문구와 공지 사항

중모니터를 이용한 전문적인 작업이 가능한 공간

북)를 이용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도서관 소장 도서를

을 볼 수 있는 공간

열람할 수 있는 공간

복합상영관

세미나실

디지털도서관 소장 멀티미디어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웰컴보드에서 예약 현황 확인이 가능하고, 전자칠판,

서 그룹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LCD 모니터, 프로젝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룹별로

미디어센터

영상/음향/UCC 콘텐츠를 편집, 전시하고 도서관 소장
디지털/아날로그 멀티미디어 자료를 감상할 수 있는 복

세미나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합 공간

영상/음향/UCC스튜디오

소회의실

도움누리터

전문가 수준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영

디지털도서관의 각 시설 및 서비스, 기기에 대한 이용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와 정보 접

교육 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

상/음향스튜디오 공간과 일반인도 쉽게 UCC를 제작할

활용을 돕는 공간

수 있는 공간

B1
지식의 길

디지털 북카페

본관과 디지털도서관을 이어주는 연결통로로 이용자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동선을 인식하여 반응하는 쌍방향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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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광장서비스

국립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선택,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수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열람 및 연구뿐 아니라 이용자 집단의 유형과
그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정보도우미 서비스

(SMS전송)

� 실시간 정보도우미 서비스는 이용자와

되는 서비스입니다.

요청한 메시지가 영상에 표출

기와 전문 영상편집 소프트웨어인 프리미
어, 이미지 편집을 위한 포토샵 등 전문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활용할

답변자가 실시간 텍스트로 의사소통하며
질의응답을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모바일 서비스

� 이용자의 문의요청을 기점으로 서비스가

� UMPC를 이용자에게 대여하여 무선인터

시작되며 국립디지털도서관 내 이용자 접

넷을 기반으로 한 국립디지털도서관 모

� 국립디지털도서관 전용 멀티미디어 편집기

점 인력이 직접 응대를 수행하는 서비스

든 공간에서 소장 자료의 열람 및 작업을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영상 콘텐츠에 대하

Real Time Communication을 기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

입니다.

영상 편집기와 전문적 지식 없이도 이미

로서,

본 정책으로 합니다.

지를 편집할 수 있는 이미지 편집기를 국
● 국립디지털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서비스

● 인터넷 라디오 방송

립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개인 이용공간

� 견학프로그램은 일반견학(간략/상세), 업무

� 국립디지털도서관 라디오방송국에서 제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견학으로 구분

장 전 공간의 개인 열람용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일반 견학

�도서관 소개 (홍보동영상 시청)

(간략)

�정보광장 세부 공간별 목적,

일반 견학

�도서관 소개(홍보동영상 시청)

(상세)

�정보광장 세부 공간별 목적,

PC에서 청취

시설 및 기기/서비스 소개

●

동일한 방송을 출력 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기이용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도
이용자 개인이 소지한 RFID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핸드폰(모네타폰) 등을

● 콘텐츠 창작 서비스

UCC 스튜디오

도서관 이용증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 영상/음향/

�이용방법 안내 및 체험

이용자 수준에 맞는 콘텐츠 창작∙제작을

�공간별 운영 지침 소개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공간 소개(시스템 포함)
�기타 요청 사항 응대 등

One-Card(통합이용자카드) 서비스

할 수 있으며, 본관 앞마당 외부공간에도

시설 및 기기/서비스 소개

업무 견학

서비스입니다.

작, 편성하여 송출하는 서비스로 정보광

UCC

스

튜디오와 전문가 수준의 고품질 영상 및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본관∙디지털도
서관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도
상호 호환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음향콘텐츠의 제작이 가능한 영상스튜디

● 디지털텍스트 서비스

오 및 음향스튜디오를 제공하여 콘텐츠

● 사이버머니 과금 결제 서비스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원문조회 및 복사기, 프린터 등에서 저작

� 텍스트 형태의 콘텐츠를 3D화하여 영상
에 표출하는 서비스로 기본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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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자료의 조회시 이용자가 별도의 복사
� 전문 영상 및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제공

된 시문학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상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콘텐츠를 이용

이용자의 디지털텍스트 서비스 요청시

자의 수준에 맞도록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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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구매하는 대신 현금, 카드 등으로
구매한 사이버머니로 과금결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체험

디지털도서관 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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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체험후기
체험후기

호세전(중국 유학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신상윤(수필가)

● 저는 首 大學校 行政大學院 博士課程에 재학중인 中國人�學生 胡世前

● 우리나라 도서관은 1945년10월 서울 소공동에서 개관

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방문학자 신분으로 계시는 陳曉云교수님(中

한 국립중앙도서관(현재 서초동 소재) 이 대표적이다.

수 있도록 해 놓았겠지 하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디지털 도서관에

10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하고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
여왔고, 지난 1999년 10월 국립중앙도서관에 KOLIS(통합정
보시스템)가 개통된 후 2001년 12월 구 전자도서실을 디지
털자료실로 확장, 개관한 이래 금년 4월까지 국립중앙도서
관 본관 5층 대부분을 사용하던 디지털자료실과는 별개로

가서 홍보관련 안내를 받고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로벌 시대

새로운 디브러리 공간인 디지털도서관이 개관을 준비하고

인 오늘날 세계는 국경을 넘어서 교통, 통신의 발달과 급속한 정보화를 실

있다. 설계에 있어 첨단감각을 살리고 입지적인 조건을 최

현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과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는 더욱 밀접해

대한 활용한 자연채광의 현대식 도서관건물로 탄생하게 되

지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간, 공간과 문화의 개념을

었으니 주요 선진국을 앞지르는 IT강국으로서 우리 한국의

변화시키고 넓혀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알맞게

이미지에 걸맞는 획기적인 완성이라 하겠다.

國複旦大學校)을

모시고 한국 국립디지털 도서관을 견학할 기회를 갖게 되었

습니다.
실은 이번 국립디지털도서관 견학을 가기 전에는 그냥 한국전통방식
도서관보다 선진화된 디지털 장비들을 설치해 놓고 이용자가 편하게 찾을

한국에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

일반독자들이 수 많은

Hard Copy책자 중에서 필요

이 한국을 찾고,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학습하는 바, 디지털도서관에는 다양

한 지식을 쉽게 발췌 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예컨데 개발

한 외국어 언어 정보검색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중에 발표된 첨단과학자료는 과학기술정보센터와 같은 연

지하 2층 친환경 전용공간은 특별히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국립디

구기관에서 수집, 분류하여 이미 전자자료로 저장하고 있어

On-line검색으로 찾아 볼 수 있

지털도서관측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

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에서 사용자가 모니터를 오랫동안 응시한 후 눈이 피곤할 때 눈을 쉬게 하

는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고, 또 PC 사용 중간중간에 자연광과 녹색 식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

607여 개 공공도서관과 연계체재를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

공간을 마련한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실외 날씨상황을 밖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교류의 가교 역할을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바로 알 수 있고, 언제든 답답한 실내가 아닌 자연과 함께 숨쉬는 느낌을

금반 디지털도서관의 개관으로 국내 연구기관, 각급 교육기

받을 수 있어 정식 개관한 후에 많은 국내외 방문자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

관에 훌륭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들어 줄 수 있는 곳들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서 그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2005년도 이후 세계의 전

컴퓨터기술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이제는 와이브로 방

자정부 평가에 따르면 한국전자정부 수준이 이미 세계정상에 올라 있고 한

식으로, 이동 중에도 화면을 볼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기

국 전자정부 구현을 정보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여 왔으며, 따라서

시작하였고, 특히 앞으로의 세계는 어느 곳에서든지 좀 더

정부내에 정보기술의 도입 및 전자 민원행정서비스 기반제공에 초점을 두

발전된 디지털시대의 컴퓨터

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 추세가 바로 정부 내부의 효율

립중앙도서관에 저장되어있는 유용한 디지털 정보자료를

성 향상, 나아가 그 투명성 및 민주적 정부의 실현입니다. 바로 한국처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고 원격지화상 통신시대가 도래되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정부혁신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시공(時空)을 초월한 본격적인 정보소통시대로 접어들게 된

의 신뢰를 형성하면서 참여적 정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것이다.

제가 다니는 행정대학원 분야에서 볼 때,

한국국립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앞으로 한국의 선진 IT사업 관광과 전
자정부의 상징지도(地圖)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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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온라인방식으로 국

Dibrary)

디브러리(

김영재(대학원생)

김한기(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동안 국가의 중심 도서관으로서 많

●‘디지털도서관?’글쎄라는 생각에 머리를 갸웃거렸다. 디지털이라면 언

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한 역할과 국민의 기대감이 합

제나 관심 1순위, 시선집중이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몇 년전부터 디지털이

쳐서 새롭게 문을 여는 디지털도서관의 봄맞이가 한창 진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 요즘은 흔하디흔한 명칭이 되어버린 탓에 괜히

행되고 있다. 일 년에 한 번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하여 오랜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을까 내심 우려가 많이 됐다. 초행길인데다가 타고

시간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국립중앙도서관도 새롭게 꽃피

난 방향치인 덕에 지각하게 되어 조심스레 자리를 찾아 들어가려했으나 순

우는 도약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간‘와’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니었으리라.

지난 3월에 있었던 디지털도서관 체험 행사를 거치면

첫 느낌은 디지털과 디자인의 절묘한 조화였다. 화려함만 고집하다

서 많은 사람들은 도서관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

자칫 산만해 질 수 있었던 구성을 피하고 깔끔한 이미지에 자연과 함께하

다. 예상보다 더욱 현대화된 시설과 감각적인 디자인은 한

는 분위기는 도서관이라는 편하고 조용한 이미지와‘딱’
이라는 느낌이었

국 도서관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계기였

다. 또한 배치와 노선 등에서 많은 고심의 흔적이 보였고, 무엇보다 장애인

기 때문이다. 한나절동안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도

과 외국인을 위한 편의 등이 무척 잘 되어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높낮

서관의 개관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각종 시설을 시험하

이 책상, 에스컬레이터, 각종 보조 장비, 음성과 수화 컨텐츠, 각국 외국어

면서 호기심에 어린 눈빛을 보냈다. 앞으로 개관할 디지털

프로그램이 설치된

도서관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통적인

들이 방문했을 때 자신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무

의견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도서관을

척이나 반갑고 기쁜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도

PC와 안내 등은 정말이지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

많은 컨텐츠와 공간이 있었지만 그 중 인상적인 곳을 몇 가지 말하자

UCC 촬영실과 녹음실 그리고 각종 터치스크린 방식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첨단 도서관이 전국의

면 미디어스튜디오인

많은 곳에도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었다. 디지

의 컨텐츠였다. 터치스크린으로 동적인 화면을 구성한 것과 실제 책을 넘

털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과 체험단이 한나절동안 허심탄

기는 느낌을 살린 것도 재미있었고 신문기사 검색과 각종 예약 및 확인도

회하게 좋은 의견과 설명을 주고 받았던 자리로도 의미가

가능하여 흥미와 편리성을 모두를 제공해주었다.

있었다.

고가장비인 탓에 관리와 이용방법의 숙제가 남아있겠지만 대중이 쉽게 할

디지털도서관이 개관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도서관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편안한 가

UCC 촬영실과 녹음실은

수 없었던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과 관련 분야에 공부하는 학생에게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운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능률적인 공부도 가능하기

눈과 귀가 즐거운 수많은 컨텐츠로 즐거운 방문이 되었지만 사실 걱

때문이다. 이러한 작은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흥미 위주의 컨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겠

디지털도서관의 더 밝은 미래를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변화가 없으면 쉽게 질리기도 한다는 점이다. 개발
의 시간에 비해 사람이 그에 익숙해지는 시간은 너무나 짧기에 컨텐츠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국립디지털도서관이 생겨났다는 사실은 분명 환
영할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고 개관이 되
면 꼭 장애인을 모시고가 함께 이곳을 체험하고 공유하고 싶다.

MAY 2009 Vol.172

13

칼럼

지식과 정보가
나비처럼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다

글|

유종필

국회도서관장

‘Let the people know the facts,
and the country will be safe ’
국민에게 사실을 알려주어라. 그러면 나라가 안전해질 것이다

지난해 말 미국과 일본의 각종 도서관과 유

관기관을 둘러보았다. 워싱턴 의회의

사당 앞에 새로 세워진 뉴스박물관인 뉴지엄
(Newseum)을

방문했을 때 넓은 벽면에 크게 씌어진

위의 문구를 접할 수 있었다.
이는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로 팩트(fact)
와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독점하고서 필요시 은
폐∙왜곡까지 하면서 대중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권력자의 속성을 경계하는 의미이다. 국민이 사실
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국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문구
립국회도서관도 이와 맥락이 유사한‘眞理かわれらを自由にする’

를 여기저기 크게 써 붙여 놓고 있다.

도서관은 전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보존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기관이다. 그러
나 이런 작업은 활용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도서관에서 보듬고만 있는 정보는 의미가 없다.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활용하고 공유해야 그 가치가 배가되는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지금 문턱을 낮추기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본래 국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지만 점차 일반국민을 위해 정보봉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국회는
물론 국민에게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올바로 제공할 때 참다운 민주주주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국회도서관이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일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자 한다.
먼저, 팩트북( fact book)인‘한눈에 보기’시리즈의 발간이다. 팩트북은 국내외 현안에 대해 모든

사실과 정보를 모아서 정리한 책이다. 널려있는 팩트는 영혼이 없지만 정리, 가공된 팩트에는 영혼
이 있다. 영혼 없는 팩트에 시사적 가치를 부여하여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은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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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일 중 하나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와 국민에게 봉사하

셋째, 평일 주간에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들

는 기관으로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가공∙보존하는 것을 넘

이 도서관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시간을 오후

어 정보를 생산해내는 역할까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시까지 4시간 연장하는 야간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오바마 한눈에 보기」
,「한미 FTA 한눈에 보
기」
,「북한 장거리 로켓 한눈에 보기」
등을 발간하였다. 앞으

넷째,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이용환경을

로「신성장동력 한눈에 보기」등 국정 현안 주제에 대한 팩트

대폭 개선하였다. 올해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읽어주는

북을 계속 발간하여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충

음성서비스(TTS, Text To Speech)를 비롯하여 지체장애인 대출 및

실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반납 원스톱 서비스,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는 최근 행정안

둘째, 정보를 확산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해서 정보민주주
의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전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 98.8점의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시대를 맞아 이용자 중심의‘안방 국회도서
은‘도서관2.0’
관’
을 구상하고 있다. 안방도서관은 말 그대로 국민 모두가

다섯째, 재외동포와 한국학연구자들을 위한 지식정보 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국회전자도서관

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지리적인 국경의 의미는

자료를 열람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쇠퇴하여 한국인이 있는 곳이 곧 우리의 영토라 할 수 있다.

의미한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이 국회전자

그곳이 어디든, 우리 국민이 있는 곳에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

도서관 자료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

하는 것이 국회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하고 있다.

책 보내기 사업을 매일경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 문화원 및 홍보원을 비롯하여

국회는 물론

국외 한국학도서관, 재외동포 밀집 거주지
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공공도서관

국민에게

에 국회전자도서관 원문정보 전송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을 확대하여 국회도서관 지식정보

올바로 제공할 때

자원의 국제적 유통을 활성화할 계

참다운 민주주주의가

획이다.

실현된다
국회도서관은 국민들이 정보
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문턱을 계속 낮춤으로써 지식과 정보가 나
비처럼 자유로운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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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경호

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장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새로운 패
러다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들의 욕
구 또한 더욱 다양해졌으며, 내부적으로도 증대하는 디지털 정보자원의 처리 및 효
율적 이용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오는 5월 25일 문을 여는 국립디지털
도서관(The National Digital Library of Korea)은 이와 같은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 도서관 모델이다.
‘디브러리(Dibrary,

라는
Digital+Library)’

이름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정보와 인간이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 모든 이용자들이
디지털 자료 열람, 창작, 교류, 휴식,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디브러리 포털이라는 가상공간과 정보광장이라는 물리적인 이용자 서비
스 공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디지털 콘텐츠와 아날로그 콘텐츠를 융합하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선진적인 디지털도서관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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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정보서비스의 디지털 복합문화공간 :
디브러리 정보광장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모습과 더불어 꿈꾸는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자연도서관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의 차가운 이미지와 인간과 자연의 따뜻한 감
성이 만나 하나가 되는 최적의 디지털 정보 공간임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서리풀공원 녹지
를 적극 유입하여 풍성한 공원형 광장을 조성하고 건물 벽면 및 지붕까지 녹지를 연장시켜
‘도시 속의 공원, 공원 속의 도서관’
을 구현하고 있다.
본관의 경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기존 도서관과 조화를 이루게끔 디지털도서관은 설
계되었다. 본관과 정보광장 건물의 녹지 조망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하공간 역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하게 하여 실내에서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공간이라는 점이
정보광장의 특징이다.
최신 디지털 기술이 집결된 디지털도서관 내부 정보광장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3층에는 메인 로비와 함께 다국어정보실, 전시실, 대회의실이 위치해 있고, 지하 2층에는 디
지털열람실, 미디어센터, 도움누리터, 복합상영관, 세미나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에는 디지털 북까페를 비롯해 본관과 연결되는 지식의 길이 있다.
일단 도서관 내부에 들어서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통합을 이용자들은 경험할 수 있
다. 새로운 지식공유의 장으로 만들어 줄 지식의 뜰(Digital Monument)을 비롯하여 첨단 디스플
레이 조형물이 방문자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아트를 전시하는 광예술판
(Multi-Display Wall),

이용자가 전송한 메시지와 시문학 콘텐츠 등을 3D 효과로 연출하는 디지

털전광판(Digital Text Service) 등이 눈에 띈다.
다국어정보실은 외국인거주자가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OS가 설치된 컴퓨터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성 방송을 제공한다. 현
재 국내에는 100만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가 있고 그 중 66.4%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
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공간
은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다. 디지털열
정보광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지하 2층에 위치한‘디지털열람실’
람실은 디지털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디지털 자료 열람과 이를 활용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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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문서 작성, 연구 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디지털열람실은 디
지털 서비스 존(Digital-Service Zone)과 멀티 태스킹 존(Multi-Tasking Z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센터는 이용자들이 영상, 음향, UCC 콘텐츠를 직접 제작, 편집해 전시할 뿐 아
니라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자체 디지털 및 아날로그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복
합 공간이다. 정보광장의 미디어센터에는 총 3개의 스튜디오와 편집 공간, 매체 이용 공간과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 영상 및 UCC 콘텐츠를 편집하고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갖춰져
있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상을 즐길 수 있다.
장애인, 노인 등 보조기기의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소외계층 전용 공간
인 도움누리터 역시 정보광장의 특징 중 하나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독립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곳에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보조공학기구와 노령 이용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정보광장에 마련된 디지털북까페는 흔히 생각하는 도서관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아늑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준다. U-터치 테이블로 정보열람 및 엔터테인먼트를 즐기
며 따뜻한 커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디지털 북까페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다.

세계 지식정보의 허브,
디브러리 포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디브러리 포털(www.dibrary.net)은 국내외 고품질의 디지털 콘
텐츠를 통합 검색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국내외 고품질 디지털 지식정보에 대한 유통 허브이
자 인터넷과 통신 네트워크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취합, 검증하고 유통하게 하는 국가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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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공공지식포털이다. 디브러리 포털은 메인포털과 특성화포털(정책정보포털, 지역포털, 다문화포
털, 장애인포털)로 구성된다.

디브러리 메인 포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던 320만종 700만 장서에
서 디브러리 포털을 통해 학술정보, 전문정보, 지역정보, 정책정보, 해외정보 등 각종 디지
털콘텐츠를 연계 제공한다. 또한 지식공유, 블로그, 카페 등 디브러리 포털 이용자의 참여로
고품질의 지식참여 서비스를 선사하게 된다.
디브러리 포털은 정책정보포털을 통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정책정보
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포털을 통해서는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분류 및
지역 학술연구/지식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맛볼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새터민, 외국인 유학생 및 내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포털은 다국어(한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어, 타갈로그어) 기반의 통
합검색 및 커뮤니티 서비스 전달에 이바지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포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협력망 기관
이 보유 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통합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서비
스 및 커뮤니티, 자료실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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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 그리고 정보가 공존하는 곳,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디브러리 포털과 정보광장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온라인 커뮤
니티인‘디브러리 친구’
를 구성, 운영하며 복합문화서비스를 실천하게 된다. 디브러리 친구
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특화된
서비스와 혜택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도서관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은 정보를 공유하는 한정된 물리적 공간
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의 도서관은 디지털 교육 및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공유공간이
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서관은 현재의 한계를 뛰어 넘어 평생학습이 가능하고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복합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정보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반 강화 및 디
지털지식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첨단시설 및 향상
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멀티플렉스(Ubiquitous Multiplex)를 실현하는 글로벌 대표 디
지털도서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세계적인 디지털도서관으
로 우뚝 설 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MAY 2009 Vol.172

23

도서관계 이슈

「
」

「

도
서
관
법
도본개
서격정
관적
법인공
포
탄온
생라
인
시
대

∙
�

」

2009년 3월 2일 도서관법개정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3월 25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6개월 후인 2009
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도서관법」개정에는 첫째, 온라인으로‘도서관 자료’
의 개념을 확대하
고,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이 인터넷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셋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 자료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국립중
앙도서관이 출판사 등으로부터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저작
권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의‘문고’
를 대신하여
‘작은도서관’개념을 정립하여 국내∙외 도서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

9

‘도서관 자료’
의 개념 재정의(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

‘도서관 자료’
의 개념을 종전의 오프라인‘매체’
에서 온라인 자료를 포괄하
는‘콘텐츠’
로 변경 확대하였다. 또한‘온라인 자료’
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다. 이
로써 도서관이 수집하고 보존하여야 할 대상은 자료가 담겨있는 매체가 아니라 그것
글|

박찬석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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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디에 담겨 있든‘자료’그 자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도서관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도서관법에서 수용한 것이다.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 근거조항 신설(법 제

20조의2)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하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방대한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생성∙유통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
관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를 선별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도록 의무
화 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일부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는 저작권법개정안도 같은 날 도서관법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말 개관하게 되는 국립중앙도
서관 디지털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간이 정비
된 것이다. 한편, 수집∙보존되는 온라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오프라인 자료
의 납본과 마찬가지로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자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납본조항의 신설(법 제

20조제2항)

도서관법은 일반인들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 등의

설치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사람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간 점자도서관 등에서는 장애인을 위하
여 점자도서나 녹음도서 등 대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책의 내용을 일일이 다시 입
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제작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하
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책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왔다. 이런 현상은 출판
사들로부터 디지털 파일을 납본 받을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번 도서
관법 개정으로 도서관으로서는 디지털 파일을 납본 받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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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출판사들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어 도서관과 장애인, 그리고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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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에‘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를

,

의 권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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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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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취약계층’
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법 제 조제 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노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
에 대하여 그들이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 또는 다른 도서관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이
용할 때에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법상의 저작권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농어촌 지역 주민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비록 적은 금액이나마 저작권 보상금
으로 인하여 지식정보에의 접근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조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2

4

‘작은도서관’
의 개념정립(법 제 조제 호)

종전의‘문고’
에 갈음하여‘작은도서관’
을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개념
화함으로써 최근 지자체별로 설립이 확산되고 있는‘작은도서관’
을 제도화하였다.
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손쉽게 독서∙지식정보 및 문화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작은도서관’
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였다.

납본 보상금의 지급 대상 변경(법 제

20조제3항)

도서관법은 종전에 납본의무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납본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만 지급하였으나, 이를 납본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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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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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비록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납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도서관법 개정이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함으로써 귀중한 온라인 정보가 유실됨이 없이 폭넓게 활용되고, 시각장
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이들의 정보접근권이 효과
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출판계 및 장
애인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도서관법의 실효
적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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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생각하는
책과 도서관에 관한
단상( 斷想)들

글|

곽은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Ⅰ.
국립 중앙도서관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에는 역삼동에 학위논문관이 있었는데, 서초동 본관으로도
왕복하며 이런저런 자료에 묻혀 지냈다. 개인 논문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서가는 하나하
나의 얼굴을 보듯 한결같게도 나란히 점잖은 모양들을 하고 있었다. 내가 평소 생각하며
떠올려 왔거나 혹은‘그렇지, 옳다 옳아!’하며 무릎을 치게 하는 몇몇 문구들은 나의 손
발을 사로잡은 채 귀가시간을 늦추기도 하였다. 이후로 5~6년 즈음 지나서는 상담과 교
육을 맡은 몇몇 청소년들을 데리고 들르는 일이 종종 있었다. 알록달록 갖가지 예쁜 문
양을 담은 손뜨개 사진에 관심이 있는 단발머리 여중생과, 디자인과 연극으로 진로를 정
한 풋풋하고 야무진 꿈의 반 어른 고등학생 등 자신의 빛깔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들과 몇 번동행한 일이 있어 오랜 벗과 같이 이래저래 정이 든 듯하다. 한 번은 학생
하나가 나름 흥미가 있는 도서를 찾는다며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사서 한 분이 우연히 보
았는지 잠시 무언가 물어보는 듯 몇 마디를 나누고는 컴퓨터에 해당 분야 주제어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한 목록을 학생에게 직접 가져다 준 일이 있었다. 낮선 공간에 들어와 컴
퓨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조차 적는 것이 익숙하지 않던 어린 친구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작은 친절과 도움이 반가웠고 나름 따뜻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또래
들과 비교하여 부모로부터 좋은 사회적 체험 등의 가르침과 혜택을 받을 만한 기회가 부
족할 수밖에 없는 일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작은 관심과 배려였다
고 본다.

Ⅱ.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전에 있던 학위 논문관 자리가
이제는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으로 바뀌어 아동 작가들의 책은 물론 작품 전시 등의 예술성이 가미된 문화공간으
로 활용되고 있다.터키 문화 전시 때는 마치 책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처럼 전시관 안에
생생히 꾸며진 붉은색 전통 양탄자 위에 앉아 차 마시는 시늉과 사다리꼴 모양 모자를
쓰며 자수가 놓인 의상도 입어보는 등 책에서 사진이나 그림으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체험 문화를 누리던 즐거운 추억이 머릿속에 하얀 구름처럼 떠오른다. 꿈 많은 어린
이와 청소년들에게 책과 문화를 통해 세계관을 넓히고 다양성을 인식하는 경험을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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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나마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꽤 만족스러웠다. 청소년들이 더 자라서도 꾸준히
책을 가까이 하며 도서관에 드나들기를 소망해 본다. 다음 세대까지 살피며 좋은 책읽기
및 도서관을 향유하는 더욱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도서관 분위기는 활자로만 이루어진 정보 지식의 산출 뿐 아니라
감성적인 어우러짐에도 주력하는 듯싶다. 프랑스 퐁피두센터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곳에 대해 복합문화공간의
대명사라며 한 마디씩 이야기한다. 책을 통해 그려낼 수 있는 무한의 머릿속 이미지들을
끌어내어 창조성으로 영상화한 자료를 접하는 즐거움도 충분히 만끽할 만할 것이다. 호
이징하가 언급했던 호모 루덴스(Homo Ludens) 특성을 멋지게 발휘해 놓은 공간이 곳곳에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

Ⅲ.
한편, 도심지에서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한 지가 4개월 남짓 되었다.
통학거리가 조금 먼 것이 흠일 뿐 버스를 조금 타고 나가면 논과 밭이 보이는 풍경이 아직까지 새롭고 신기하다. 공기
가 맑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요즈음 들어 더 흡족해지는 것이 집 앞에 공공도서관이
하나 들어선다는 점이다. 이제 막 터를 일구기 시작했으므로 2년 지나야 완공이 되겠지
만 몇 걸음이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겠다는 반가움에 벌써부터 기대에 차 있다. 유년
시절을 보내었던 돌다리 동네 가까이 도서관이 생기면 많던지 적던지 꼭 책을 기증하리
라 꿈꾸어 왔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어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신 얼마 전 청소년 상
담사로 활동하는 동료와 함께 엮은 도서를 지역사회 도서관이나 산간지역으로 한두 권
씩 보내고 있다. 책을 통해 유익을 얻은 경험이 많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그러했으면 하
는 바람에서이다. 그러나 근래 책을 손에 오래 얹어 두기가 쉽지 않다. 각종 정보나 자료
를 컴퓨터로 얻을 수 있어서인지 키보드와 모니터가 훨씬 익숙한 탓이다. 책을 읽다가
머릿속에 기억시키고 싶어 표시를 하려면 펜이나 태그 용지가 필요하다-나중에 잊지 않
고 장기기억으로 다시 이동시키고 싶어서-. 일일이 체크하려 들면 꽤 번거로운‘작업’
이
되고 만다. 더구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는 공공도서인 경우 여럿이 읽게 되므로 아예
불가능이다. 하지만 이러한‘작업’
은 전자책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도 하다. 손가락
으로 클릭 몇 번이면 기록과 표시가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책 읽는 속도를 한층 더 늘리
므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디지털 문서와 정보로 가득 찬 전자도서관의 공간과
책들 역시 안락하다.

Ⅳ.
며칠 전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다.
간혹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데 노트북 속에 보이는 전자책을 읽는다고 깜빡 장판 위에 오래 두
었다가 발열이 가속화하여 아끼던 노트북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새 노트
북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들을 어렵사리 모두 복구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한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다른 이유로 컴퓨터를 못 쓰게 된 일이 있
던 친구 하나는 네 군데를 다니며 자료를 백업하려다 실패한 일도 있다한다. 편리한 디지
털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비투사 매체의 중요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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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서관의
희망봉

도서관, 그 위대함이여!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순례기, VII

순천
기적의 도서관
글∙사진 |

최정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어려울 때 도서관을 생각한다

(archives)을

수집 정리케 했다. 이어서 테네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세계 어떤 나라든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로 하여금 강 유역 7개 주에 지역 공공도서관을 설립토록 하고, 연방정부

때가 있기 마련이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29년

차원에서 전국적인 도서관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주정부에서도 공공도서

미국경제가 대 공황으로 진입했을 때 루스벨트 대통

관을 설립하고 자동차문고(mobile library)를 강력히 추진한 것이 오늘날 세

령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후버 땜을 착공하여 일자

계 최고 수준인 미국 공공도서관의 모태가 되었다.

리를 만들어 국가경제를 부흥토록 했다고 알고 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도 국민들은 가난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었

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이 숨

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서민들에게 지식의 공급과 문화적 혜택은 그림의

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떡일 뿐이었다. 경제 불황기속에 런던의 급진주의자들은 노동자의 권익

미국정부는 공공사업추진국(Work
stration, WPA)을

Progress Admini-

설치하여 거리로 쏟아지는 실업자 중

과 개인의 직업을 의회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인민헌장’
(People’s
Charter)이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출발한 차티스트운동(Chartism)

에서 노동자에게는 전 국토 산야에 나무를 심도록 하

은 1848년까지 유럽대륙을 휩쓴 혁명기 동안 가난한 영국 노동자들의 희

고, 지식인에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용한 기록물

망을 대변하였다.
한편, 이 운동은 결과적으로 권력과 부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
의 꿈을 이루는 데는 정부의 소극적 지원보다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했다. 운동의 여파로
‘차티스트 독서실’
이 생겨 조직원들에게 무료로 책을 빌려 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독서실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이르기
까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정보의 굶주림에 해갈을 주면서 엄청난 인
기를 끌었다. 이 독서운동은 드디어 회원제 대출도서관(Lending Library)이
등장하여 오늘날 영국 공공도서관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까지에는 사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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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다 잠시 쉬고 있는 책장

지식층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집단의 저항세

많은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에 영향을 주어 영국 도서관의 위상을 전 세계

력도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이들은 도서관을 만들고

에 드높였다.

확장하는 것이 기존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와 같이 유럽의 경제적 파장과 혁명의 열기는 결국 지역마다 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층민이 얄팍한 지식으

서관을 설치하게 되고 위대한 사서를 탄생케 한 계기가 되어 마침내 미국

로 무장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고 공격

에까지 전파되었다. 1851년 12월 10일 미국 뉴욕주 워터타운 근교에 태

의 포문을 열자, 노동조합주의자 플레이스(Francis Place)

어난 멜빌 듀이(Melville Dewey)도 그의 아버지가 조국 헝가리에서 혁명이

는 이렇게 응수했다.

실패하자 망명해 그의 아들 이름을 헝가리 개혁가 러요시 코슈트(Lajos

“독서는 가난한 급진주의자들이 폭도로 돌변하

Kossuth)로

미들네임에 넣었다. 듀이는 근대 도서관의 개척자로서 미국도

는 것을 문화와 예절의 품으로 끌어들인다. 그 결과

서관협회(ALA)를 창설하고, 도서관전문잡지(Library

행동은 점잖아지고 말은 고상하며 신중해진다. 책을

며, 십진식에 의한 분류표(DDC)의 창안과 도서관국의 개국, 레이크 플레

읽지 않는 사람은 쉽게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만 독서

시드클럽이라는 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등 탁월한 업적을 남겨‘미국 도서

를 많이 한 사람은 그 반대이다.”

관의 아버지’
라고 칭송받았다.

이 무렵, 영국에는 안토니오 파니치(Antonio
Panizzi)라는

위대한 사서가 있었다. 그는 생애동안 대

Journal)를

창간하였으

그가 80년의 생을 마감하고 1931년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뉴욕타
임스가 그의 묘비명에 다른 칭찬의 말은 모두 빼고, 오직 DDC(듀이십진식

영박물관도서관을 주관하면서 원형 대열람실을 직접

(미국의 도서관 스페셜리스트)만
기호)로‘025.473’

디자인하고 설계도를 스케치했다. 이렇게 건립한 도

는 그를 기리며 추모했다. 이렇듯 구미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제가 어려울

서관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엄한 스케일과 아

때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은 온 사회가 도서관을 만들고 사서를 육성하여

름다움으로 당시 대영제국의 국력을 한껏 과시했다.

지식과 문화를 활성화시켜 온 것이 보편적인 사실로 전해 온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91개조의 목록규칙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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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두자고 했듯이 미국 사회

실제로 도서관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효용성을 극대화한 사회적 장치이다. 개인이 소유

의 대공황 때처럼 도서관 체제를 확립하여 지식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책은 다 읽으면 사장된 책꽂이 속에서 제 기능을

도록 하는 것이다.

상실하지만, 도서관에 있는 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독서환경이 열악하고 도서관이 절대부족하다고

해서 독자들과 만날 수 있다. 말하자면, 도서관은 최

한다. 있는 것도 부실하며, 저 멀리 있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한다. 나아

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함

가 도서관문화가 너무 척박하여 진실로 아름다운 도서관이 보이지 않는

으로서‘책은 만인의 것’
(Books are for all)이 된다. 시애

다고 투정하기도 한다.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지금 우리의 현실

틀공공도서관의 표어대로‘도서관은 만인의 것’

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Library is for all)이 되어, 앤드류 카네기의 말처럼“권력

다시 주위를 살펴보자. 최근에 나는 그 희망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있고 없음, 지위가 높고 낮음, 돈이 있고 없음이 전

이 땅에서‘기적’
같이 탄생한 도서관을 하나 찾았다. 누구든 우리 도서관

혀 문제되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자유로운 도서관보다

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잠시 눈을 돌려 남해안 순천만에 있

더 낳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

는‘기적의 도서관’
을 한번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영국의 차티스트독
서실에 견줄 것 없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적(miracle)의 도서관 말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
운 형편에 놓여 있다. 이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과거

기적을 만들고 있는 도서관

선진국에서 파격적으로 도서관을 세운 그들의 의식수

기적의 도서관은 생성자체가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사뭇 다르다. 2002년

준을 헤아리게 되고, 이때 태어난 영국의 안토니오 파

에서 민간단체인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
MBC 프로그램‘느낌표’

니치와 미국의 멜빌 듀이같은 위대한 사서가 생각난

동본부>와 함께 책 읽는 사회문화를 조성키 위하여‘어린이도서관 건립

다.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이때가 바로 국민 수준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도 더 많은 도서관을 지
어 영국의 차티스트 같은 독서운동을 펼치고, 또 미국

순천 기적의도서관 주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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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을 만든 사람들’
의 명단

운동’
을 펼쳐서 이룩해 낸 산물이다. 주로 책이 없는 마을, 도서관이 없
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마련하면 민간단체와 주
민이 함께 쌈짓돈을 모아 도서관을 짓는다. 기본적인 인력과 장서는 관에
서 지원해주지만 도서관장의 선택과 운영시스템은 모두 자치적으로 수행
한다는 것이 제도화된 공공도서관과 다른 점이다.
이 제도가 돋보이는 것은, 도서관장은 공무원이 순환제 보직으로
잠시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인이 자신의 영예와 성
패를 걸고 온 몸을 던져 전문성을 펼칠 수 있다는 점과, 건물 및 시설에서
지역 환경과 정서를 감안하여 설계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주민을
참여시키고, 상부의 간섭 없이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설립된 기적의 도서관은 지금 전국에 열개가 있
다. 그렇지만, 10개 모두가 당초의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운영,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본래의 뜻과 취지가 퇴색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인사체제 및 운영주체가 공공도서관 조직 안으로 흡수되어 본
래의 설치목적에 벗어난 곳도 적지 않다.
대나무 숲에 가린 도서관
●

다행이 순천은 그렇지 않았다. 당초 설치목적대로 원칙에 따라 중
심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시장은 도서관장을 전문직(specialist)으로 발탁
해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에 독자적
인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이에 도서관장은 외부의 간섭 없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온몸을 던져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서관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 척박한 땅에 도서관이 이만큼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위의 요건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
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성공요인은 없을까? 그 의문에 대하여 나는 이렇
게 해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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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축제

먼저, 도서관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해, 주민

가진 것도 아니고, 겉모습이 화려하지도 않으며, 귀중한 책을 소장하고

으로 하여금 시작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민과

있거나 장서가 많은 것도 아니다. 대지 4,200평방미터에 연건평 550여평

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모델이라는 점이

규모의 2층 건물과 이를 에워싸고 있는 잔디정원 정도이고, 책이라야 고

고, 도서관 자체가 어린이 중심 공간으로 구성되었지

작 6만4천 권(2009년 5월 현재)밖에 되지 않은 도서관이지만, 나는 우리나라

만 젖먹이 아이에서부터 초∙중등학생, 엄마, 아빠 모

에서 작고 아름다우며 위대한 도서관의 하나로 부르고 싶다.

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도서관(family library)으

세계 5대 연안습지 중의 하나라는 천혜의 갯벌을 가지고 있는 생태

로 활용한다는 점이며, 지금까지 권위적이고 도식화

도시 순천시는 인구 27만의 별로 크지 않은 중소도시이다. 얼마 전, 텔레

된 도서관 모형을 파괴하여 친환경, 주민 친화적인 아

비전에서 순천출신 연세대 인요한(Linton John)교수가“내 영혼은 한국인,

름다운 건물모형(beautiful library)을 제시했다는 점, 그

내 고향은 전라도, 순천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라고 말할 때만 해도 나는

리고 운영면에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상상의

그 의미를 잘 몰랐다.

세계로 이끄는 매혹적인 프로그램(fantasy programme)을

고대 이집트 헬레니즘의 꽃이 만개했을 시절, 동서 문명의 교차로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던 지역주민

인 알렉산드리아는‘지중해의 흑진주’
라 불렀다. 알렉산드리아가 당시

을 도서관 안마당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각광받게 된 이유는 그곳에 위대한 알렉산드리아도

이렇게 일구어낸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2003년

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은 일종의 대

11월 10일, 제1호로 탄생했다. 따라서 오랜 역사를

학이면서 연구소이고 천문대를 갖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여기서 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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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만 해도 태양 중심의 태양계 이론을 주창한 에라
토스테네스, 기하학의 기초를 세운 유클리드, 위대한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와 같은 쟁쟁한 학자를 위시해서
도서관학의 시조라 일컫는 칼리마코스를 배출해 도서
관인의 성지가 된다.
알렉산드리아보다 더 훌륭한 자연조건과 더 아
름다운 환경을 갖춘 순천에는 2009년 5월 현재, 기적
의 도서관을 비롯하여 두 개의 시립도서관과 순천시
가 직접 조성한 마을중심의 크고 작은 도서관을 합하
면 모두 39개가 된다. 조사가 안 되어 주민자치도서
관 수는 제외된 것이지만,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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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울에 62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350만 명이 생활하는 제2의 도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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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는 공공도서관이 28개가 있다. 나아가 인구 56만 명이 사는 미국
시애틀의 28개 공공도서관 수와 비교해보니 작은 도시 순천이 자랑스럽
기만 하다.
21세기 성공신화를 이룬 빌 게이츠가“지금 나를 있게 해준 우리 마
을의 작은 도서관”
도 사실은 시애틀의 조그만 공공도서관(North
Branch)에서

East

시작했다. 순천의 작은 도서관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서 이보

다 더 낳은 인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나는 믿는다. 장차 한국의 순천은 도서관의 성지가 될 것임을 믿는
다. 한국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새 세상으로 이끌어가
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관심 있는 자 누구든 여기를 와 보시라. 기적의 도서관
모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듯 전국 643개의 공공도서
관 또한 모두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도서관
이 예산의 결핍, 장서와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시스템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금 기적
의도서관은 보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보다 적은 예산으로, 보다 작은 공
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도서관을 창조해 내고 있
는 것이다. 앞으로 이 도서관이 불씨가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도서관이
활활 타오르는 날, 순천은 한국‘도서관의 메카’
가 되고,‘동방의 진주’
,
‘우주의 중심’
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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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 )
책 속에서
나눔과 희망,
풍요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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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를 펼친 공공문화 프로젝트였다. 지하철 4호선 10량을 10
개의 주제를 가진 책 테마 차량으로 꾸미고, 차량 내에 특수서
가를 설치, 다양한 양서를 비치해 자연스런 독서를 유도한 지
하철 책열차는, 운영되는 6개월 동안 국내 언론은 물론 일본,
영국의 주요 일간지와 유네스코 등에 소개되며 책을 통한 문화
글|

민승현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장

산업의 무한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지하철 책열차는 서울메트로뿐 아니라 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차량에서도 정례적으
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가연성 물체를
지하철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애석하게도 계속 달리지
못하게 된다.

2월 아산경찰서 APM도서관 개관식

●

4월 지하철 책열차 개통식

지하철 책열차 등 다양한 캠페인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병영도서관 건립운
동을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틀리지 않다. 지난 4월 20일
운동본부는 강원도 철원 육군 제6사단에서‘푸른별 병영도서
관’개관식을 가졌다. 운동본부가 개관 지원한 63번째 병영도
서관이다. 병영도서관이란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부터 책 읽
는 지식병영의 인프라를 위해 힘써왔던 운동본부의 활동은 여
전히 현재진행형이다.

5월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와 주최한
작가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문학세계를 소

10월 해군3함대 목포해역방어사령부 삼

개하고 있는 소설가 이문열

학도서관 개관식

하지만 1999년 발족한 이래, 운동본부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2년 4월 운동본부는 오랜 기획과
준비 끝에 대한출판협회와 함께 지하철 책열차‘메트로 북메
세’
를 운영해 큰 반향을 얻었다. 책 속에서 나눔과 희망, 풍요
를 찾는다는 취지 아래 우리 삶의 일상 한복판에서 행복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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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어린이 독서운동에도 관심이 많았다. 아울러 모든
습관이 그렇듯이‘책읽기’혹은‘책과 함께 하는 놀이’
도 빠르
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므로 2002년 9월 임신부부 150쌍을 초
를 열었
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1회‘책꾸러기 작은축제’
다. 임신한 엄마와 유모차를 끈 아빠들을 대상으로 태아 및 영
유아에게 유익한 독서 특강과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 의미 있던
행사로, 한국의 북스타트 운동을 이끌어낸 견인차가 되었다.
비록 군부대 독서운동에 선택과 집중을 하며, 북스타트
운동 분야는 이후 다른 단체가 이어갔지만, 당시 고심 끝에 작
명하고 본부가 제작 배포한 포스터에까지 활용한‘책꾸러기’
란 조어는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 사용되어지는 것에 보람을 느

●

낀다.

병영도서관 건립운동에 매진, 군대(軍隊)를 군대(軍大)로!

이외 운동본부는 산간오지 낙도에 꾸준하게 책을 보내고
작은도서관 개관을 지원해 왔다. 가평군 적목리마을도서관,

운동본부가 가장 힘을 기울인 분야가 병영도서관 건립 및 군

강화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교동도가족도서관, 남원

부대 독서운동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의 군대는, 문

실상사 대안학교 등 문화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책을

화는 물론 도서관의 사각지대였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써 왔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사랑한

매년 30만명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대 책축제’등을 펼치는 등 대학교와 연대해서도 책읽는 기쁨

대에 입대한다. 이렇게 입대한 우리나라 군인은 세계 최고의 학

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력을 지닌 훌륭한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군 복무기간 중
지적 능력이 정체되거나 퇴보되어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했음은 물론, 군 입대 기피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

5월 해병대 2사단 병영도서관 개관후 김

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이고 문화의 시대이다. 군대에

포 양촌체육관에서 문의준의 사회로 개최
한 병영도서관 페스티벌.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우리의 군대를 지식문화병영으로 만드는
일은 60만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며, 우리나라를 지식문화국가로 도약시키는 지름길일 수 있다.
를
1999년, 운동본부는 마침내‘군대(軍隊)를 군대(軍大)로!’
선포하며 육군 제1사단 통신대에 최초의 대대급 병영도서관(당

8월 수기사 비호도서관 개관을 기념하는

11월 3사단사령부에서

유진박 공연

헤어디자이너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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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개관된푸른별병영도서관 현판식 좌
로부터 정호조철원군수, 6사단장,황규식
(전 국방차관)이사,민승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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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시 명칭은 진중도서관)을

건립하며 첫 발을 디뎠다. 전두환 전 대통

령의 야전 집무 벙커를 개조해‘전진도서관’
이란 현판을 단

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는 데까지는 도달했지만, 예산 미
비로 도서확충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것. 이후 육∙해∙공군을 대상으로 한 병영도서관이 하나하나

한해 24조 원이 넘는 국방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만들어졌다. 의무복무병은 육해공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는 것은 첨단무기 구입 등 전력증강사업비와 경상운영비다. 먹

경찰서에는 전투경찰, 의무경찰이 있고, 교도소 구치소에서는

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2007년 부식비 중 귤과 사과 구입비

경비교도가 군 복무를 대신한다. 때문에 경찰서, 기동대, 교도

만 969억 원. 2006년 860억 원에서 109억 원이 증액됐다. 우

소, 구치소로도 병영도서관 건립운동이 확대됐다.

유 구입비는 508억 원으로 2006년보다 10억 원이 증액됐다.

병영도서관을 만드는 일은 적지않은 재원과 사회적 관

자, 그렇다면 2008년 집행된 도서구입비는 얼마일까? 놀

심이 요구되는 일이어서 운동본부는 중앙일보(2002년) 일간스

라지 마시라. 불과 22억원. 그나마 2000년 2억4천만원에서 무

포츠(2008년) 등 언론과 공동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려 10배 가까이 장족의 발전을 한 셈이라 하겠다.

하지만 민간의 노력만으로 전국 2만여개 대대에 병영도

22억 원으로 책을 사서 육∙해∙공군으로 나누어야 하

서관 개관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활동이 불

고,‘진중문고’라는 이름을 달고 사단, 대대, 중대로 쪼개다 보

쏘시개가 되어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일이었다. 운동본부

면 흔적도 없다.“군발이가 무슨 책이냐”
는 편견은 사라진 지

는 2003년 병영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 국회 토론회를 개

오래됐지만, 읽을 만한 책이 없는 현실은 여전하다. 그래서 병

최하며 의원발의를 통해 병영도서관의 법제화를 이끌어내는

사들은 책이 고프다.

성과를 거두었다.

가까이 있는 주한미군과 비교하면 독서환경의 열악함은

한편 통일부 송승섭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차미경 교수

더욱 두드러진다. 주한미군에는 현재 12개의 기지도서관에 16

등과 함께 병영도서관에 대한 연구작업을 펼쳐‘병영도서관

만 권의 장서를 갖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군 장병들의 독서실태 조사 연구(2006
운영모델 연구(2005년)’

다. 디지털화를 통해 도서정보는 물론 전자책, 잡지, 연감류를

년)’
집을

열람, 다운받을 수 있으며 오지 근무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

발간했다. 운동본부의 연구위원장인 송승섭 박사는

이후 병영도서관의 역사와 운영모델, 미군의 사례를 집약한
를 단행본으로 펴내기도
‘병영도서관의 이해(2007년,한국학술정보)’
했다.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군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수십곳의 거점도서관과 야전
도서관을 운영했다. 등짐을 응용한‘지게도서관’
까지 고안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현대화 막사 건립시 병영도서

서 전장터를 누볐던 사례도 있다.

병영도서관 법제화를 위한 군부대 북스타트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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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미술
을 지도하고 있는 강원도 양구 백두산
부대 부대 장병

그램은 군부대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대개 농산간 또는 도서지역으로 독서 및 교육환경
이 열악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회 양극화는 큰 화두였다.
특히 교육 양극화가 더 큰 문제의 근원이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고 계층상승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육밖에 없지만, 이미

연예사병으로 입대한 HOT 문희준
이병의 사회로 진행된 해병2사단 백
호도서관 개관 기념 병영도서관 페스
티벌.

좋은 환경의 학생은 계속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고, 나쁜 환경
의 학생은 계속해서 나쁜 환경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양
극화 현상이다. 학교는 멀고 도서관은 커녕 학원도 없고, 부모
들은 고단한 삶에 처한, 대도시와 떨어진 농어촌 산간 지역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에 운동본부 황규식 이사(전 국방부 차관)는 이러한 군부대
의 우수자원과 소외지역의 작은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병영도서관 개관과 함께 진행된 작가
와의 만남 후 장병들에게 사인을 하고
있는 작가 한비야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교육기관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교
육여건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는 데 착안,병영도서관
을 건립한 부대를 중심으로 각분야 우수한 병사와 강사를 구하
지 못하는 일선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공부방, 장애인복지기관을 연결, 상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군

운동본부 정운찬 이사(전 서울대 총장)는“군 복무중 독서를 사치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1박2일 동안 군강사 워크숍을 지역

로 여긴, 따라서 지적 암흑기나 다름 없던 과거와 달리, 이제

별로 개최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군복 입고 강사로 나선 장

독서는 군인들의 필수행동이 되어야 한다”
라며“국민의 성원

병들의 자기계발,그리고 성취감과 보람도 컸다. 국방부는 최

을 담은 병영도서관이 많이 지어지고, 독서를 통해 길러진 인

근 군 강사와 연계한 소외지역 교육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를

재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높

인정, 직접 이 프로그램의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길이고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일

지난 10년을 숨가쁘게 달려온 운동본부는 최근 또 다시

이다”
라고 말한다. 도서구입비 증액과 함께 우선 국민적인 힘

재미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병영도서관 개관 및 교육 네트

을 모아 군대에 책을 보낼 필요성이 그래서 절실하기만 하다.

워크 시범 지역 중 하나였던 제주도를 수십여차례 오가며 선박
을 이용할 때도 많았는데,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정

●

이었다. 인천에서 제주까지는 무려 13시간, 부산에서 제주까

고른 기회 교육망 구축에서 선상도서관까지

지는 11시간이다. 도서관 개관 및 독서운동의 새로운 황금어
장을 뱃길에서 발견한 것이다.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그렇게 병영도서관을 만들어나가

뱃길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올 5월에 시작된다. 인

기를 올해로 만 10년, 운동본부는 더 큰 가능성을 꿈꾸기 시작

천-제주를 오가는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병영도서관을 통해 군

선상도서관이 개관된다. 여행자 모두가 기나긴 여행길에 자유

부대의 지식화를 돕고, 독서를 통해 길러진 병영의 인재들이

로이 도서관을 이용하며 책을 접할 수 있게 된 것. 이렇게 사랑

다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

의책나누기운동본부의‘책 속에서 나눔과 희망, 풍요를 찾습

육을 보완하는 지식협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니다’캠페인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작지만 소중한 일을 찾

2007년부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과 함께 펼친 이 프로

아내며 오늘도 현재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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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도서관
- 병영문화 선진화의 선봉
글|

병장 송나을�

공군제3훈련비행단 정훈공보실 도서관리병

새로운 병영문화를 대표하는 시설 중 하나가 바로
「병영도서관」
이다.
특히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공군제3훈련비행단(이하 3훈비)
도서관의 경우 3훈비의 자랑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07년 여름,
3훈비 도서관은 공군 비행단 최초로 독립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10평 남짓 협소한 공간에 있던 도서관을 비행단의 중앙으로 이전,
약 2개월 동안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군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곳. 하지만...
낯선 곳... 낯선 사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과
의 이별...

흔히
「군대」
는 시간을 죽이는 곳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는 성스러운 임무
를 수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입대 전 준비해오던 것들을 중단해야 하는
「단절의 시간」
이기 때
문이다. 입대 전, 선배들을 통해 들어온 군 복무는
「상실의 시간」
이었다. 적당히... 중간만...
튀어 보이지 않게... 다치지 않고 몸 건강히 돌아오면 되는 그런 곳이 군대의 느낌이었다. 하
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일과 중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일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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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얼마든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멋진 몸을 가꾸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도 있
고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하기위해 자격증 취득에 힘쓰는 사람 전공공부나 영어공부에 매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성취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새로운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군대를 바꾸고 있다.
새로운 병영문화를 대표하는 시설 중 하나가 바로「병영도서관」
이다. 특히 내가 근무하
고 있는 공군제3훈련비행단(이하 3훈비) 도서관의 경우 3훈비의 자랑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403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에
일반열람실, 간행물열람실,
가족도서실, 디지털 자료실,
동아리방 등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은
비행단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7년 여름, 3훈비 도서관은 공군 비행단 최초로 독립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10평 남짓
협소한 공간에 있던 도서관을 비행단의 중앙으로 이전, 약 2개월 동안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다. 403평방미터 규모의 건물에 일반열람실, 간행물열람실, 가족도서실, 디지털 자
료실, 동아리방 등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은 비행단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
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전국 우수도서관 평가 결과 병영도
서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희망찬 시작이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3훈비에 배속 받았을 때 도서관은 리모델링 중
이었다. 건물은 아름답게 변하고 있었고 부대 장병들의 자발적인 기증과 (사)해외동포책보내
기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많은 책들을 기증받아 분류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신병이었던 나는 비행단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고 얼마 후, 도
서관은 새로운 모습으로 개관되었다.

모든 일이 수월하지는 않았다. 최대한 빨리 장병들에게 새로운 도서관을 보여 주기 위
해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관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도서 입
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이 이루어져 수기로 도서를 대여해 주면서 동시에 전산입력
작업을 해야만 했다. 또한 기증받은 책들 중 무려 70% 정도가 활용 가치가 없거나 심하게 훼
손되어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화나게 한 건 나의 무능력함이었다. 입
대 전 사서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고 그때마다 무력
함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도서관의 발전은 곧 나의 발전이었다.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도서관
에 머물면서 구석구석 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매일매일 도서관을 청소하고 서가∙가구를
배치하고 액자를 비롯한 사소한 비품을 놓고 도서를 분류하고 입력하고 도서관 운영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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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이 새롭게 변할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이 변하는 느낌이 들
었다. 누군가 도서관을 칭찬하면 내 기분이 우쭐해졌고 서가에 흠집이라도 나면 내내 마음
이 불편했다. 작년 겨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때에는 내가 상을 받은 듯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최근 도서관 운영에 대한 타부대의 문의전화가 늘었다. 대외적인 인정을 받은 3훈비 도
서관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다. 우리 도서관이 유명해졌다는 사실보다 전 국군의 병영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제 두 달 후면 나는 전역하여 정들었던 3훈비를 떠나겠지만 병영도서관의 발전을 위
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로, 각 도서관끼리 교류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아직은 병영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과의 교류가 부족하다. 도서관끼리 교류가 활성화되면
정보교환이 활발해지고 필요한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체계화된 도서
관리 시스템을 공유했으면 한다. 현재 각 부대 병영도서관은 각각 다른 도서관리 프로그램
을 사용하고 있다. 서로 호환되지도 않을뿐더러 부대 도서관의 특성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다. 병영도서관에 알맞은 프로그램 개발과 배포가 필요하다. 셋째로 각급 부대 도
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 문헌정보학과나 서지학 등 관련 학
과 전공자에게 도서관리 보직을 부여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전문병 제도가 존재
하지만 홍보 면에서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첫째로,

내가 생각하는 병영도서관은 단순히 책이

각 도서관끼리 교류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전 장병들이 새로운 가치를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창출하는 소통의 공간이다. 매일 밤 자신의 꿈을

둘째로,

이루기 위해 몸의 피로를 견뎌가며 책을 읽고 학

체계화된 도서관리 시스템을

습에 전념하는 장병들이 넘쳐난다. 그들은 곧 사

공유했으면 한다.

회로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은 인재강국으로 거듭

셋째로,

날 것이다. 병영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

각급 부대 도서관 운영에

는 순간이다.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

부대 도서관이 활성화 되면서 여가시간에
독서를 하는 장병이 부쩍 늘어났다. 그들을 지켜
보며 정작 도서관에 근무하는 나는 내 자신을 위
해 노력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얼마 남지 않
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남은 군생활 도서관
운영자로 그치지 않고 이용자로서 독서에 전념해
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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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새로운 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공간 탄생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개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성남기)은 장애인

이번 개실한 장애인정보누리터는 공

지식정보서비스 공간인「장애인정보누리

간설계부터 보조공학기기 선정에 이르기

터」
를 본관 1층에 새로 마련(총면적

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

324㎡)

하여 4월

13일 개실을 선포했다. 이날 오
후 3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공간으로서 주요시
설로는 대면낭독실, 점자제작실, 영상실,

열린 개실식에는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검색대, 열람공간 등이 있으며, 특히

차관과 나경원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장애인이용자 개별 맞춤서비스(대면낭독, 점

회),

자자료 제작제공, 수화/자막 및 화면해설영상물 제

성남기 국립중앙도서관장을 비롯해 국

내 도서관계, 장애인계, 학계, 국회 등 100

공 등)를

여명이 참석했다.

장자료에 대한 장애인 이용자의 접근성

실시하여 대내적으로는 도서관 소

장애인정보누리터 개실식은 성남기

향상과 도서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대외

국립중앙도서관장 인사말씀, 김장실 문화

적으로는 장애인서비스의 운영모델을 전

체적인실천 방법을 장애인정보누리터 운

체육관광부차관의 격려사, 나경원 의원 축

국 도서관에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정보누

영을 통해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장애

사, 장애인 피아니스트 이희야의 축하공

리터의 전국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인들의 도서관 이용 및 비장애인과의 정

연, 장애인정보누리터 시설, 기기관람 및

장애인정보누리터 개실 및 시범 운영은

보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시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방향성과 구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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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영�출판편집기획자

유럽 도서관에서 길을 묻다
선생님들의 이유 있는 도서관 여행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서울모임

|

우리교육

|

2009.03.25 | 296p | ISBN : 9788980406524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편차나 가정환경의 차이로 교육 불평등이 심각

화강국임을 내세우는 프랑스의 자유롭고 활기찬 도서관, 동화

하다. 교육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의 삶이 출발부터 불평등함을 뜻한다.

로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중세의 수도원에서 도서관과

교육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교육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근본

종교와 학문의 정신을 되살리는 이탈리아의 도서관, 인문학의

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은 교육

정신을 되살리고 도서목록을 선정하는 데도 꼼꼼한 독일의 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좋은 방안이다.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좋은

서관. 선생님들의 유럽의 도서관 여행을 통해 희망과 오래된 과

책은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는 믿음 아래 학교도서관

거 속에서 미래를 찾는 꿈을 발견하고자 유럽의 전통과 현대를

은 진화하는 중이다.

담은 도서관을 찾은 것이다.

본문 121쪽에서 인용

아울러 현장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서관 사진을 통해
●

이 글을 쓰신 선생님들은 모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각국 도서관 건축을 엿볼 수도 있다. 오래된 수도원을 도서관으

가르치고 있다. 선생님 열두 분께서 손수 유럽의 도서관을 찾아

로 만든 이탈리아의 비블리오테크, 수집한 책들을 박물관으로

다니며 글과 사진을 찍어 이 책을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부제

꾸며 영화와 음악 등 자유로운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을 지향하

가 가르쳐주듯 선생님들이 도서관 여행을 한 것은 다 이유가 있

는 퐁피두센터의 도서관과 천장을 통해 햇볕을 받으며 책을 읽

어서다. 현재 학교도서관에서는 사서교사의 인력이 부족할 뿐

을 수 있는 프랑스의 도서관 건축, 열람석을 창가에 두어 책 읽

아니라 사서교사의 채용방식이 기간제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이

는 눈에 쉼을 선사하는 영국의 도서관, 작고 옹기종기 모인 낡

다.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사서교사의 역할

은 집을 화분과 꽃으로 꾸미고 피노키오 동화를 살려 세계에서

을 대신 맡아 아이들에게 책읽기와 글쓰기를 가르친다. 사서교

유일한 동화박물관을 만든 이탈리아의 문화정신. 이렇듯 유럽

육을 받지 않은 선생님들이 사서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면 선생

의 도서관과 박물관은 오래된 전통에서 미래를 찾아낸 아름다

님의 본 수업 참여도는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이들

운 보물선들이었다.

은 전문적인 사서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선생님들의 유럽 도서관 여행은 각 나라의 책은 역사와

된다. 기간제와 비정규직 사서교사 채용의 문제점은 아이들과

전통을 담은 문화 그릇이며, 도서관은 그것을 보전하고 살려 아

사서교사의 오랜 유대감 형성을 방해한다.

이들이 스스로 읽고 배워 깨닫는 자기 주도 학습을 경험할 수

필자들은 유럽을 대표하는‘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

있는 곳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교육 불평등이 심한

일’각각의 도서관 여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도서관

우리나라에서 집에서 10분 거리마다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이

과 책의 여행을 통해 찾아내고자 한다. 국립도서관과 공립도서

있다면 가난한 아이들도 모두 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선생

관이 발달한 영국의 도서관, 도서관에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문

님들의 바람을 담은 한 권의 아름다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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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
책 읽어주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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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여자”
2000년 전후로 책의 제목에“- 하는 남자”

(레몽 장, Raymond Jean
라는 표현을 많이 본다.『책 읽어주는 여자』
지음)와『책

읽어주는 남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Bernhard Schlink 지음)가

그중 대표작이다.
를『더 리더 : 책 읽
그 후 10년이 지나『책 읽어주는 남자』
어주는 남자』
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이루

|

레
도서출판 이

|

09-034-7 03850
ISBN 978-89-57

해 버린 한나를 마주대하는 일은 그에게는 쉽지 않다. 이것을
깨달은 한나는 출소 전날 자살로 자신의 생을 스스로 포기한다.
이 책에 표현된 세월을 뛰어넘은 엇갈린 사랑의 감정과 상
황들, 나치라는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를 살아낸 인간군상의 심
리는 이 책을 오랫동안 널리 사랑받게 하는 중요한 장치들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사회의 갈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어지는데, 그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 미하엘의 1인칭 시점에서

요즈음 많은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며, 비슷한 시기에 영

서술된다. 미하엘이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한나의 도움을 받

화 상영과 책의 출간(혹은 재출간)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경영

는 일로 이야기는 시작한다. 그렇게 만난 열다섯살 사춘기 소년

(one source multi-use)’라 하
학에서는 이것을‘원 소스 멀티 유즈’

미하엘과 서른 여섯 살 한나, 두사람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한

여, 하나의 소재를 서로 다른 장르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노리

다. 미하엘과 한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한나는 미하엘에

는 마케팅 전략을 의미한다고 한다. 소설, 만화, 뮤지컬 등이 영

게 책을 읽도록 하고 그것을 듣는 일이 두 사람의 중요한 일상

화나 드라마화 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최근에 상영되는

이 된다. 그러던 어느날 한나는 미하엘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남

꽤 많은 영화들이 이‘원 소스 멀티 유즈’
의 마케팅 효과를 톡톡

기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다.

히 봤던 듯 하다.『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도 그 한 예이다.

미하엘이 법대생이 되어 한나가 피고로 선 법정을 찾으며

어찌되었든 그 덕에 책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상영되는 영화

한나를 다른 시각에서 알아가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이

까지, 두 쟝르를 섭렵하는 혜택을 누리는 일은 책을 읽으면서

다. 미하엘은 한나가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비밀, 글을 읽지도

머릿속으로만 이미지를 그리던 일들에서 실제로 그 내용이 화

쓰지도 못하는‘문맹’
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제서

면에 어떻게 표현될까를 상상하고 실제로 확인하는 일로 구체

야 한나가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이 문맹임

화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을 숨기고 싶어한 한나의 말과 행동은 결국 한나로 하여금 재판
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한다.
마지막 부분은 감옥에 갇힌 한나를 위해 책을 읽고 녹음하
여 카세트테이프를 만들어 보내는 미하엘과 겉모습은 늙어버렸

영화에서 표현된 카세트테이프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책을 낭독하는 미하엘의 모습은 인상적인 장면으로 감동이 있
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낭독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다시
금 떠오르게 한다.

으나 여전히 미하엘을 사랑하는 한나가 있다. 미하엘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있어 한나의 존재와 영향을 깨닫지만, 세월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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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에 대한 동지역 국립도서관장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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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CDNLAO는 호주국립도서관의 제안에 의해 1979년 설립된 이래,
4년마다 개최되던 것이 2000년 이후 매년 회원국에서 교대 개최되
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2003년 이후 매년 참가하고 있다. 이
번 회의에서는 향후 CDNLAO를 보다 내실있고 결속력 있는 조직
으로 강화하기 위해 CDNLAO 규정의 성문화 및 3년 임기의 의장

국립중앙도서관
KTV)「정보와이드 930」출연

기획연수부장, 한국정책방송(

2009년 4월
15일 한국정책방송(KTV)「정보와이드 930」(21:30-23:00)의‘정책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성남기) 박광무 기획연수부장은

진단’ 코너에 출연.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개실

국 선출 등이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규정(안) 및 의장국 선출에 대
해서는 2010년 차기개최국인 파키스탄 국립도서관에서 최종 결정
될 전망이다.

(09.4.13)과 장애인서비스 정책에 대해 대담했다.

30분여분간 진행된 방송에서 박부장은 장애인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를 위한 자료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을 설
명하고,”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특수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서비스
로 정착시키는 환경을 구축할 것”
이라고 밝혔다.「정보와이드

930」

은 정부의 주요정책 및 이슈를 종합 전달하는 데일리 프로그램으로

KTV에서 시청률과 비중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다.
문의 � 도서관운영협력과

02-590-0635

MOU) 체결

한ㆍ베트남 국립도서관간 양해각서(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4월 20일(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립도서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양국 국립도서관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MOU의

주요내용은 도서관

정보 및 경험의 공유, 직원의 인적 교류, 출판물 교환, 상호협력으로
문의 � 도서관운영협력과

17

02-590-0774

CDNLAO) 참가

제 회 아시아ㆍ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

박광무 기획연수부장과 도서관운영협력과 조재순 사서 및 도서관연
구소 계난영 국제조사전문요원이 ’
09.4.19(일)~4.22(수) 베트남 하

노이에서 개최된 제17회 아시아ㆍ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

(CDNLAO)에

참가하였다.

이번 CDNLAO 회의는 베트남 국립도서관에서‘CDNLAO 설립 30
주년기념 : 통합과 강화’
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박광무 기획연수부
장은‘디지털도서관과 디브러리 포털’
을 발표하여 5월에 개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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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MOU 체결행사는 베트남국립도서관에서 개

최된 제17회 아시아ㆍ오세아니아 국립도서관장회의에 참석한 박광

무 기획연수부장과 팜 테 캉 베트남 국립도서관장의 서명으로 진행

성공적인 준비를 다짐하였다. 이

되었다. 이 행사는 김상욱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의 입회 하에

을 비롯하여 5월

CDNLAO 회의에 참석한 16개국 22명의 국립도서관 대표들의 보
는 앞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은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도서관

12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전국민을 대상
으로 한 도서관문화축제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김성화 TF단장
외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

개국 13개처와 MOU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세계
도서관계와의 국제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도서관운영협력과

02-590-0635

TF 상황실은 디지털도서관 개관식

제

NDL개관행사준비TF상황실 02-590-0689

45회 도서관주간(4.12~18)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 가져

-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이끄는 힘,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성남기)은 제45회 도서관주간(4.12~4.18)을 맞아

‘옛 사람들의 공부와 교육법’전시 개최

“옛 사람들의 공부와 교육법”展 등 공식 주제인「세상을 읽는 힘,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에서는 조선시대의 교육제도, 공부법, 학문

미래를 이끄는 힘, 도서관」
에 맞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졌다. 문화

입문서, 학습교재 등 교육관련 고문헌 자료를 전시하여 오늘날의 공

강좌인‘작가와 함께 여는 책 세상’
을 통해 작가 김훈씨를 초청하

부 및 교육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
09.

고, 경주자활센터 등 작은도서관과 병영도서관의 책읽는 문화 확산

4. 1(수) ~ 6. 30(화)까지

을 위한 도서 기증 행사도 펼쳤다. 더불어 도

‘옛 사람들의 공부와 교육법’전시를 개최한다.
조선시대 제도 교육은 학자 및 관료 양성이 목적이었으며, 내용은

서관주간 표어를 수록한 책갈피를 이용자들에

주로 유학과 한문학이었다. 조선시대의 교육과 공부법에 관련한 여

게 배포함으로써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러 자료를 통해 당대의 교육 정책과 학문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육대상에 따른 다양한 학습교재들을 통해 당대의 공부법 및 교육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용이 어떠했는지 제시한다. 또한, 국왕 및 왕세자교육을 위한 경연

후원하는 도서관주간은 매년

(經筵),

18일간 일주일간이다.

서연(書筵) 교재 외에도 아동들을 위한 글씨와 한자학습서, 부

4월 12일부터

녀자들을 위한 생활규범서 등 교육관련 다양한 자료가 전시된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주간 행사
행사명
장애인정보누리터개실

“옛사람들의공부와교육법”전시
작가와함께여는책세상
병영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기증
문의 � 고전운영실

02-590-0504

(도서관주간)책갈피배포
“책을읽고나서...”展

부모를위한문화강좌

디지털도서관 개관행사 준비TF 상황실 개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9년 5월 25일로

예정된 디지털도서관

구연동화

개관행사의 준비를 위하여「디지털도서관 개관행사 준비TF」상황실

영어그림책스토리텔링

을 4월 1일 개소하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성남기 관장을 비롯한

영화상영

40

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개관행사의

일시

장소

4.13
4.1~6.30
4.16
4.17~18

내용
개실기념식, 시설관람 및시연,
축하연주 등
교육관련고문헌 자료전시

국립중앙 「칼의노래」
작가김훈 초청
도서관
경주자활센터, 부대등에
자료기증

4.12~18

도서관이용자들에게책갈피배포

4.19 까지

독서신문, 독서감상문 수상작

4.15
4.18
4.16
4.13~18

소개및영화상영 등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옛이야기를 주제로한특강
흥미로운 그림책읽고 소개
영어그림책 읽고토론
명작동화, 전래동화 등상영

문의 � 도서관운영협력과

02-59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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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수집 평가회의 개최

병영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도서 기증

정책자료과에서는 4월

14일(화), 국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수집 사업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책다모

의 일환으로, 미국 코넷티컷주에 위치한 동암문화연구소(East Rock

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45회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책

Institute, 이사장 전혜성박사)와

고패밀리아카이브(Koh Family Archives) 소

다모아”
를 통해 수집된 도서들을 강원도 화천에 있는

6273부대와

동암문화연구소는 미국 내에 한국과 동양의 문화를 알리고, 차세대

27사단 99포병대대 병영도서관과 경남 경주의 경주자활센터와 경
북 봉화에 봉화자활센터의 작은도서관에 각 각 500권씩 기증하였

리더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문화활동을 펼쳐 온 기관으로 알려

다. 이번에 기증된 도서들은 교양, 문화∙역사주제의 도서로서 장병

져 있으며, 설립자인 故 고광림(초대 주미 전권대사)∙전혜성박사부부와

들의 책 읽는 병영문화 조성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그 가족의 일지, 편지, 강의록, 사진 등의 기록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을 통한 자기 개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자료 수집을 위한 자료평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료평가회의에는 이광규박사(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박주석교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문의 � 자료기획과

02-590-0756

이수은 정보화담당관(국립중앙도서관),

이귀원 도서관연구소장(국립중앙도서관)이 참석하였으며, 민간기관과

22회 테헤란 국제도서전 한국관련 자료 지원

가족아카이브 소장자료의 국립중앙도서관 수집대상자료로서의 적정

제

성과 수집 방법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고패밀리아카이브 소장

치를 인정, 원본 기증수집과 영인수집을 절충하여 수집하는 것으로

2009년 5월 7일
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제22회 테헤란 국
제도서전에 독도 관련 자료 등 한국도서 121종과 고지도 5종을 지

의견이 모아졌다.

원하였다. 동 도서전에는 한국의 출판문화산업 수준 홍보 및 이란

자료의 한인문화유산 수집∙보존과 이민사 연구 기초자료로서의 가

문의 � 정책자료과

02-590-0736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이란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출판문화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 주이란한국대사관이 참가하여

500

여권의 도서와 문화상품을 전시한다.
테헤란 국제도서전은 이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도서보급 및

소통으로 하나 되는 문화노조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이란 문화부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

2008년도 도서전에는 75개국 약 1,000개 출판사가 참가하여 20
만 여종의 도서를 전시, 450만 명이 방문하였다.

2009년 제1차 국립중앙도서관지부 노사협력위원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중앙도서관지부는

2009년4월

17일(금)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제1차 노사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

문의 � 정책자료과

02-590-0819

다. 주요안건으로 주말야간도서관 운영 및 정기휴관 개선(장서관리,
이용서비스 강화, 직원역량강화), 디지털도서관 개관을 통한 이용시
간 효율성 제고 탄력적 운영, 기능직 처우개선 등의 공익실현, 당직
실 및 체력 단련실 환경개선 등 조합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와 함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사가 한

NEWS 02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발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상완위원장, 서울시 공공도서관 워크숍에서 특별강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상완 위원장은

4월9일(목),

<2009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워크숍>에 참석하여 특별강연을 하
였다.“도서관인의 비전과 공공도서관의 발전”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
한 이 강연에서 한상완 위원장은 사서라는 전문직이 진정으로 시민
의 따뜻한 지식과 문화의 동반자∙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철하
문의 � 문화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중앙도서관지부

02-590-0675

고 치열한 내면과 실력을 기르고 연마했을 때 가능하다고 역설하였
다. 특히 의사결정자로서 도서관장이나 과장 등은 자신의 지속적인

48

도서관계 Newsletter of Libraries

NEWS

독서와 자기성숙을 통해 서울시민들 속에 파고들어‘지식’
이란 콘텐
츠,‘문화예술’
이란 콘텐츠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
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월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 위치한 서울시공무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 2009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워크숍>은 서울
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와 정독도서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
‘내일’
전 관람한 임원선 단장

관련 강연과 연구∙사례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컨테이너 어린이도서관 공간

한상완 위원장 특별강연

한상완위원장, 한국정책방송과 인터뷰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작은도서관 캠페인 홍보 방안 논의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한상완 위원장은 4월10일(금),

5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임원선 단장은

4월10일(금),

월 개관 예정인 국립디지털도서관[디브러리(Dibrary)] 관련 특집 프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캠페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작은도

그램 제작을 위하여 방문한 한국정책방송(이하 KTV)과 인터뷰를 하였

서관 캠페인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

다. 위원장실에서 30여 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상완 위원장은 디

리에는 임원선 단장 및 도서관진흥과 신명숙사무관을 비롯하여

지털도서관 개관의 의의, 기능과 역할, 국가적 위상, 그리고 디지털도

MBC 사회공헌부 및 국민은행 사회공헌팀 관계자들이 함께 하였다.

서관의 발전방향과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캠

하였다. 한편, 이날 인터뷰 내용은 4월말 방영될 KTV의 특집 프로그

페인의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작은도서관 개관 관련

TV

생방송

램 <Dibrary, 지식의 시대를 주도한다(가제)>에 소개될 예정이다.

제작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도서관정책과, 법무부 교화과와 교도소도서관 평가 관련 협의

전 관람
도서관프로젝트‘내일(Tomorrow)’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임원선 단장은

3월18일(수),

도서관프로젝트‘내일’
전을 관람하였다.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아

4월2일(목),

법무부 교화과와 교도소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 관련한 업무
를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도서관정책과와 교화과는 2009년도 교

트선재센터에서 3월7일부터 4월26일까지 열리는‘내일’
전은 공공

도소도서관 통계조사 및 운영평가 관련 추진계획과 법무부의 교도

미술 작가인 배영환씨가 나무와 골판지 등으로 직접 만든 컨테이너

소도서관 활성화방안 등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법무

형태의 어린이도서관, 노인을 위한 공간 모델을 전시하는 기획행사

부 교화과는 교도소도서관의 독서치료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로, 관심 있는 기획단 직원들도 전시회에 함께 하였다. 임원선 단장

이 필요하며, 교도소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과의

은 도서관프로젝트‘내일’
전을 관람하고 배영환 작가와 공공미술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도서관정책과는 도서관운영평가를

역할 및 문화소외지역 도서관 설치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통한 교도소도서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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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 교육복지기획과와 학교도서관 평가 관련 협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는

3월23일과

방송의 서정호 부장,‘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의 후원기업인 국민은
행 진광표 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 사회복지협의

24일 양일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와 함께 학교도

회 김애자 팀장은 향후 작은도서관 운영 계획 및 프로그램을 발표하

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에 대한 업무를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에

였다. 참석자들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의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서 양측은

2009년도 학교도서관 통계조사 및 통계지표에 대해 논

계획 등을 검토하여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의하고, 학교도서관 평가주체 등 평가추진계획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도서관진흥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도서관정책 강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진흥과는 4월7일과

도서관진흥과,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논의

9

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진행하는 <Book-Love 문화운동과정>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진흥과는 3월19일(목),

에 참여하여 도서관정책 강연 및 사례발표를 하였다. <Book-Love

기획단 회의실에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자문회

문화운동과정>에서 강의를 맡은 도서관진흥과 이선 과장은“우리나

의를 열었다. 곽철완 교수(강남대), 안인자 교수(동원대학), 박미영 관장

라 도서관 정책 방향”
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신명숙사무관

(전 노원정보도서관),

윤명희 사서(파주시립도서관), 김은진 사서(금천구립가산

과 조생단주무관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과 도서관 자원봉사

등 학계 전문가와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Book-Love 문화운동과정>은 새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도서관 우수 문화프로그램 기

마을문고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도서관 및 독서교육과정으

준(안) 마련, 보급대상 프로그램 선정방법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

로, 이번 과정에는 전국 시도의 새마을문고 지도자, 문고회장, 회장

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도서관진흥과는 3월25일(수), (사)한국어린이도

단, 독서관련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도서관)

서관협회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도서관진흥과, 도서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2

도서관진흥과, 도서관관련 정책연구용역 건 착수

3월20일과
30일, 정책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보고회를 마련하였다. 먼저 3월20
일(금)에는‘도서관RFID 국가 표준안 제정을 위한 연구’
의 착수보고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진흥과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진흥과는

4월3일(금),

기획단 회의실에서 도서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
다.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 부장,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이우정 관
장,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윤순화 사무국장 등 자원봉사 관계자들이

회가 있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연구는

함께 하였다. 참석자들은 도서관 자원봉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

도서관 운영 효율성 및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고 있

램 개발방법,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공공도서관간의 효율적 연계, 도

RFID(무선주파수인식)의 국가표준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8월
에 최종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3월30일(월)에는‘독서장애
는

서관 자원봉사 전문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자원봉
사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인을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저작툴 개발’
의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
다. (주)오티앤씨에서 추진하는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편리
한 디지털음성도서관 변환 기술 개발 및 디지털음성도서저작을 위
한 범용적인 웹서비스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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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도서관계 소식
도서관진흥과, 작은도서관 조성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진흥과는 3월27일(금),

4

기획단 회의실에서‘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관련 업무협의를 하였

세계 책의 날 및 월“희망을 주는 책 읽기”낭독회 개최

다. 이번 회의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조성될 작은도서관의 후보지 선

“책, 함께 읽자”독서캠페인 낭독회가 4월23일(목) 오후 2시

정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서관진흥과 이선과장 및 문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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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부

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식전행사로“북밴”공연(정호승

NEWS

시인‘넘어짐에 대하여’
, 이순원 작가‘19세’
, 스에요시아키코‘노란코끼리’
, 엄마를
부탁해 中‘장미묵주’
편 노래)이
아나운서)의

장),

곽임수(울산동부도서관 팀장) 강사진으로 운영된다.

30분간 진행되고, 3시부터 유정아(전 KBS

사회로 연극배우(이항나) 낭독, 작가(신경숙)와의 대화로 진

2009독서대학의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이되었다.

1주 오리엔테이션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특히 이날은‘세계 책의 날’
과 연계,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장관님께
서 장미꽃과 책을 증정해 주었다.

독서치료에 대한 이해, 자기소개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출판인쇄산업과)

4

6

한국도서관협회, 월부터 월까지

2009년도 독서대학’주최

02-3704-9635

10주간

‘

(사)한국도서관협회(회장 김태승)에서

2주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
3주 과거의 나 - 역기능 가정
4주 자아실현
5주 자녀관계에서의 마음상함
6주 남녀의 근원차이 이해하기
7주 부부관계에서의 마음상함
8주 친지관계에서의 마음상함
9주 일상에서 오는 마음상함
10주 아직도 가야할 길 / 평가
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회원진흥팀 최정화

한국도서관협회, 제

032-535-4868

24대 신임회장으로

이은철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선출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김태승)는 4월 16일(목) 오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

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평의

며 충청북도중앙도서관(충북지역)과 울산중부도서관(울산 및 경북지역)에서
주관하는 2009년도 독서대학이 4월부터 6월까지 10주간 개최된다.

원회를 열어 평의원들의 추천과 투표를 통해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교육의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독서인구

현재 협회 부회장이자 성균관대학교 문헌정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도서관주간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보학과 교수인 이은철 회원(사진)을 제24대 회

있다. 또한, 강의방식이 아닌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독서치

장으로 선출했다.

료 강의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은철 신임회장은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독서대학은 자녀교육과 자아성찰의 문제로 고

으며,

민하는 분들과 독서치료와 관련하여 도서관에서의 서비스를 좀 더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2001.1-2001.12) ,한국도서관협회 부회장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2007.7.-2009.6)을 역임하였다. 이은철 신임회장의 임기는 2009년 7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과는 차별화된 전문적

1994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이다.

인‘독서치료’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상황에 맞는 책읽기를 통해 마

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02-590-0677

음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함으로서 자기이해 증진은 물론 타
인과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보다 성숙한 삶을 살 수 있
는 자아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천안중앙도서관, 천안역서 시민대상 책과 만남의 자리 마련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은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6월 10일

천안시 중앙도서관(관장 임홍순)은 범시민 독서운동 확산을 통한‘책

까지 매주 수요일

읽는 천안’이미지 제공을 위해 4월~10월까지 셋째 주 금요일 오

10회가 실시되며 한윤옥(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

수),

김현애(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 박사과정), 이희자(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석

사)

강사진으로 운영된다. 또한, 울산중부도서관은 울산 및 경북지역

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수 수요일 10회가 실

시되며 김정근(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김순화(울산동부도서관 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안역에서 행복한 책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17일 그 첫 번째 운영을 통해 이용객들로부터 호
전

응을 얻었다. 이날 열린‘역에서 만나는 행복한 책읽기’프로그램은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책 코너와 부대행사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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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식

된 책 코너는 신간서적 및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도서와 지난달 잡지

163㎡(50평) 규모의 효자 SK뷰 1
차 관리사무소 2층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만들어 장서 3천권을

를 비치해 인기를 끌었다.

비치하고, 주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독서진흥 행사 등 다양한

또, 집에서 책 한 권을 가져오면 마련된 도서로 교환해 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코너와 권장도서 목록도 함께 비치하여 원하는 승객과 시민에게 제

포항시는 2010년까지 20개의 작은도서관을 만들 계획이다.

음을 여는 시와 비타민 콘서트 등으로 운영했다.대합실 한편에 마련

립도서관은 5천 3백만원을 들여

4 19일자 포항인터넷뉴스

공하기도 했다.

출처 � 월

특히, 주변에 천안지역 작가들의 시를 소개하는‘시 코너’
가 마련되
고 천안시립 교향악단의 현악 4중주가 익숙한 영화 음악 등을 연주
하여 이용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참여 시민들에게 도서관 사서
가 전하는 서명을 제공하고 천안에서 열리는 천안

e-Sports문화축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개관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

4월20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제, 천안웰빙식품엑스포, 흥타령축제를 알리는 활동을 함께 펼쳤다.

개관하였다. 이번에 설치하는 점자도서관은 305㎡규모의 면적에 점

열차를 타기 위해 천안역에 나왔던 시민들은“기다리는 자투리 시간

역실, 점자도서제작실, 녹음도서제작실, 자료열람실 등의 시설과 장

을 이용 생각지 못한 신간서적 등 책 읽기를 돕는 다양한 정보를 얻

비를 갖추고 시각장애인들의 희망하는 도서를 점자 또는 녹음도서

을 수 있어 좋았다.”
며,“지루하고 따분했던 역대합실이 책과 음악이

로 제작하여 대출하고, 독서장애인들에게 책을 대신 읽어주는 대면

있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 같았다”
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낭독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자료열람실에는 점자책, 녹음도서 및

편, 천안시 중앙도서관은‘역에서 만난 행복한 책 읽기’프로그램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전자책인 데이지 북

8월부터는 수도권전철 두정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Diasy Book)등의

각종자료와 함께 컴퓨터, 독서확대기 등의 기자재

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영상을 이용 할 수 있는

DVD와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동책상도 마련하여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점자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행
사와 평생교육, 시각장애인 단체와 학교에 학습지원, 점자소식지 발
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홈페이지도 운영하게 된다. 점자도
서관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도서대출을 희망
하는 시각장애인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면 무료 우편
제도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대출 기간은

1인당 3권15일까지 가능하다.
4 17일자 충북일보

출처 � 월

포항시립도서관, 효곡동 작은도서관 개관
포항시립도서관은 4월16일 효곡동 행복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 참여한 효곡동 주민들은 테이프 커팅을 하고 새로 만
들어진 아담한 도서관을 둘러보며 개관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시

문의 � 충북중앙도서관

043-276-8307

법원,“도서관 열람실 자리 독점이용 안 돼”
도서관의 열람실 자리를 개인적으로 독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학
교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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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생 전모(29) 씨 등

10명이 자신들의 도서관 출입을 금지한 학교를 상대로 낸 도서관규
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시립정보도서관 관계자는 선정도서‘엄
마를 부탁해’
가 따뜻한 가족애과 여성실존의 문제를 그리고 있어 여
성재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

는“이 대학의 도서관 규정은 일부 이용자가 좌석을 오래 선점함으

내유일의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 최병록교육교화과장도“재

로써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라며 이를

소자들에게는 어떤 교정프로그램보다도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주변

어긴 원고들에게 내린 도서관 출입 금지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

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 씨 등은 지난해 9월 도서관이 문을

문의 � 청주시립정보도서관

043-200-6122

닫을 때 열람실 자리에 책 같은 개인 물건을 두고 귀가하는 방법으
로 특정 자리를 독점하다가 한 달 동안의 도서관 출입 및 열람ㆍ대

농촌학교에 마을도서관 문연다

출을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다.

4 20일자 연합신문

출처 � 월

- 경남도, 올

10곳 조성 … 기업∙단체는 도서 지원

2009 책축제 개최

대전 유성구 구즉도서관,

대전 유성구 구즉도서관∙유성도서관은“선비의 고장,유성에서 만나

2009책축제를 개최한다. 2009책축제는
유성구에서 주관하는 YES 5월의 눈꽃축제, 평생학습축제, 자전거축
제 등과 함께 2009년 5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
행될 예정이다. 초판본으로 감상하는 20세기 그림책 걸작선100,추
는 책의 세계”
라는 주제로

억의 책전시, 우리나라 신간 아트프린트전,영상과 음악으로 만나는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가 학생과 마을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농어촌
학교 마을도서관조성 사업’
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20일 도청회의실에서 김태호 도지사, 권정호 도교육감, 김상헌

제전시>, 대학 및 어린이출판사<도서전시>,아름다운 서재등의 <체험

NHNㄜ 대표이사, 이기현 (사)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학교 마을도서관 조성 업무 협약식

프로그램>, 이금희 작가와함께하는<저자초청강연회>,서울색동어머니

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학교 마을 도서관 자료 확충에

회의 <뮤지컬공연>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 일부를 시∙군과 분담해 지원하게 되며, 도교육청에서

있어 즐겁게 책을 읽고 접하며 따뜻한 5월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

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공 및 관리,

께하는 풍성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은 도서 확충 및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그림책, 우리의 옛이야기책 속에 그려진 어린이들의 모습 등의 <주

문의 � 대전 구즉도서관

042-601-6513

NHN과 작은 도서관 만드는

농어촌학교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은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
촌 지역의 학교 도서관을 개방,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농어촌 지역 학교 도서관 10개

6

소를 선정, 도와 시∙군에서 1개소당

제 회『책읽는청주』
특집토론회
- 아주 특별한 소통과 공감,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토론회 개최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은 5월 13일(수) 오전10시 청주여자교도소(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NHN과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은 장서 3,000여권을 지
원한다.

4 27일자

다목적 홀에서“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토론회”
를

출처 � 농민신문 월

개최한다. 책읽는청주독서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재소자토
론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진행을 맡은 이상범 대표(성공변화연구소)를
비롯 책읽는청주 및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

10여명, 전달받은 선정

도서를 읽은 재소자 중 토론희망자 8명, 토론회를 지켜보고 싶은 재
소자 10여명을 포함해 모두 3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기획하려는 책읽
는청주추진위원회의 의지와 청주여자교도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루어졌다. 재소자토론회는 처음 시도되는 행사로 도서관계를 비롯한

미국에 백범 김구도서관 설립, 서거
한국 서적

2000여권 재단 기증

백범 김 구 선생의 서거

60돌에

60돌 맞춰

맞춰 미국에 김구도서관(Kim Koo

Library)이 처음으로 설립됐다. 재단법인 김구재단은 24일(현지시간 23일)

설립추진 4년 만에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의 브라운대 왓
슨국제정치학연구소 3층에 김구도서관을 개관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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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식

개소식에는 김호연 이사장과 부인이자 김 구 선생의 손녀 김 미 이

� 연구자 : 일본의 대학∙공적 연구기관∙연구소에 소속하는 연구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발표 논문 등

사, 한덕수 주미대사, 루스 시몬스 총장과 왓슨 국제학연구소의 딘

� 문헌 : 일본 내외의 주요 과학기술∙의학∙약학 문헌의 서지

케네디 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구도서관에는 김구재단이 기증한

2000여권의 한국 관련 서적과

� 특허 : 특허청이 작성하여 공개하는 정보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 등을 소장돼 있다. 도서관 안에

� 연구과제 : 일본 내 여러가지 연구과제의 명칭, 실시 기간, 실시 연구자 등

는 백범의 흉상도 세워졌다.

� 대학연구소: 일본 내의 대학∙공적 연구기관∙연구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전 빙그레 회장인 김 이사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김 구 선생이 이끈

� 과학기술용어: 과학기술 용어의 일본어 명칭, 동의어, 관련어, 상위 개념 등

임시정부가 미국과 연합해 일제와 맞섰던 역사를 상기하면서 한미

� 화학물질 : 유기화합물의 일본어 명칭, 관용명, 분자식 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에도 매사추세츠주 메드퍼

� 유전자 : 인간 유전자의 명칭, 별칭 등

드의 터프츠대학에서‘김 구와 그의 리더십’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 자료 : 일본 내외의 주요 과학기술∙의학∙약학 문헌의 자료명, 초록, 출판 단
체등

하는 등 백범정신 계승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ALA, 2008년의 가장 뛰어난 도서관 연구논문 발표

미국 도서관 협회(ALA)의 LRRT(Library Research Round Table)가 제시

H.

세라(Jesse H. Shera)상의 가장 뛰어난 출판물 부문과 논문 연구

지원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들 수상자는 도서관 연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가장 뛰어난 출판물 부문 수상의 영광은 1
년동안 영문으로 출판되었으며,
김호연 김구재단 이사장이 미국 브라운대학 김구 도서관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처 � 동양일보 월

4 27일자

LRRT의 멤버나 도서관 또는 정보

학 분야의 연구 저널 편집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연구 논문의 작가
들에게 주어진다.

2009년의 수상자는「연애 관계에 있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
해자의 정보 요구에, 공공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에대
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린 웨스트브룩(Lynn Westbrook) 씨다. 데이
터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두 가지 데이터 수집 방법을 이용해 수집되

NEWS 04

었고,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탐색이론에 초점을 맞춰 분석되었다.

해외 도서관계 소식

2009년 제시 H. 세라상 연구지원 부문의 수상은 없었다.
LRRT는 도서관 연구를 설명하고 평가하거나 그들의 결과물을 퍼뜨
리는 대중적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연구의 확장과 향상
에 이바지하기 위해

JST, 과학기술종합연결센터‘J-GLOBAL’베타버전 공개
2009 년 3월 30 일,

과학기술진흥기구(JST

1968년 설립되었다. LRRT는 ALA의 회원들에

게 연구 기술과 정보획득에 있어서의 연구기술의 유용성에 대해 알

: Japan Science and

리고 교육하는데 공헌한다. 정보는 이용자들이 문학 관련 이슈들에

Technology Agency)가 연구자, 연구문헌, 특허, 연구과제, 과학기술용

대한 토론 및 행동, 문헌정보학계의 정보 요구를 위한 포럼을 제공

어, 화학물질,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색하고, 연결하여 정보를 찾을

함으로써 기술적 기반을 확장하고 행정적 결정에 도달하거나 문제

수 있는 서비스‘J-GLOBAL’베타버전을 공개했다.

를 해결을 도와야한다. LRRT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J-GLOBAL은 연구개발에 자주 활용되는 정보를 기본정보로 제공
하고 있다. JST가 오랜 세월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이러한 기본정

http://www.ala.org/lrrt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더 나아가 다른 분야까지 이어져 예상치
못한 정보까지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이다.

유네스코도‘월드 디지털 도서관’문 연다
-전세계 희귀서적.지도.영화.사진 등 디지털화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54

도서관계 Newsletter of Libraries

책 읽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 전 세계의 디지털

NEWS

도서관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 세계 도서의 디지털화를

2008년에 이어 도서관의 중요성

선도하고 있는 구글과 유럽연합(EU)에 이어 파리에 소재한 유네스코

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경제

21일 전 세계에서 세번째로‘월드 디지털 도서관’프로젝트

침체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비용

본부가

를 공개한다.

대비 효율이 높은 자료를 찾으려

유네스코는 이 디지털 도서관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유럽지역

고 하기 때문이다. 무료 서비스를

460만건의 서적과 영화, 그림, 사진, 신문, 지

받기 위해 지역 도서관을 찾는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도 등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게 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

고대 중국과 페르시아의 글씨에서부터 라틴아메리카의 초기 사진에

관 이용카드 등록도 급속히 증가

2010년까

로 알려졌다. 유네스코 측은 이를 통해 세계 각국 도서관의 자료는

ALA의 조사에 따르
면, 현재 미국인의 68% 이상이
도서관 이용카드를 가지고 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한 1990년 이래

물론 동양의 콘텐트도 디지털화함으로써 디지털 빈부 격차를 줄이고

가장 많은 숫자다.

동서양 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국제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서관 이용도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작년 한 해 미국인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이 디지털 도서관은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

도서관 방문은 14억 회, 대출은 2억 건을 넘어선다.

이르기까지 좀체 접하기 힘든 희귀본들도 선보인다. 오는

지 유네스코는 약 1천만건의 아이템을 디지털화한다는 구상인 것으

하고 있다.

2001년 경기침

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등 모두 7개국어로 서비스된

체 때와 비교해보면 10%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정부예산은 이

다. 영국, 중국, 이집트, 프랑스, 일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용률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등의 도서관과 문화 기관들은 유네스코 측에 콘텐트와 전문지
식을 제공했다.
이 도서관은 미 의회도서관장인 제임스 빌링턴의 지난 2005년 제안

ALA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41% 이상의 주가 2009년의 공공도서관 지원금을 줄였고 이들 중
20%는 추가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주춤하고 있음
에도 불구,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지식자원의 보고뿐만 아니라 불황

에 따라 구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빌링턴 관장과 마쓰우라 고이치

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사회자원 역할을 하

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날 디지털 도서관 출범행사를 공동 주관할

고 있다. 전국의 도서관들은 지역사회∙경제 요구에 대응한 맞춤 프

예정이다.

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력서 작성, 인터뷰 대비, 워크샵 등 구직관련

두 사람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60개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

정보를 찾는 지역주민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

망하고 있다. 모로코, 우간다, 멕시코, 슬로바키아와는 이미 협력 협정

램과 장소를 제공하는 외부 기관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의 2만개

ALA

이상의 출판사와 제휴한 가운데 700만권이 넘는 책을 디지털화해 인

회장 짐 레틱(Jim Rettig)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서 미국인들이 도서관과 사서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어 구글은 미국의 전체 도서관을 디

이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한다.

지털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구글에 이어 유럽에서는 EU가 지난

이 외에도 보고서를 통해 공공 도서관, 학교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해 11월 디지털 도서관‘유로피아나’
를 열고 유럽 전역의 1천 개 이

도서관계 기술, 저작권 및 허가, 네트워크, 도서관 건축 및 보수, 봉

상의 문화관련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 등

사 및 다양성

300만건을 온라인

으로 제공하고 있다. 유로피아나에는 현재 1일 4만명의 방문객들이

(diversity)의 실현을 위한 활동, 연방 의회와 행정∙사

법 기관의 동향 등 미국 도서관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 20일자 연합뉴스

출처 � 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팀의 독서추진운동
프리미어리그 독서스타(Premier

League

ALA,『2009 미국 도서관계 현황보고서』발표

Reading Stars : PLRS)는

미국도서관협회(ALA)가

미국 도서관계 현황보고서

이용해 독서를 장려하는 교육적 프로그

“The State of America’
s Libraries Report 2009”
를 발표했다. 보

램이다. 주로 축구에는 열정적이지만 독서에는 흥미가 없는 사람들

고서 제목은“Library

2009년 4월,

use increases dramatically as economy
sags; Funding declines (경기침체에 따라 도서관 이용 크게 증가, 운영자금
은 감소)”
이다.

을 대상으로 한다.

축구의 영향력을

20개 프리미어리그 팀은 책을 추천해줄 독서스타

를 선정하고, 각 팀의 독서스타가 추천한 책들로 독서클럽을 주최할
지역 공공도서관을 선택한다. 아이와 부모는 독서클럽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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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방문, 축구 간행물 저자와의 대화, 클럽 경기장 방문 등의 이벤

한 것이다. 테스트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운영

트에 참여한다. 참가자 중 일부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팀의 독서스타

위원회는 테스트 참여기관 수를 대략 20개 정도로 제한할 예정이다.

를 만날 행운의 기회도 주어진다.

대부분의 테스터는 조직 또는 도서관이 될 것이며, 참여를 원하는 일

협력 도서관들은 선수가 추천한 책을 무료로 제공받고, 추가로 20권

부 개인도 포함될 수 있다. 가능한 완전한 대표성을 위해 테스터는

의 아동도서도 제공받는다.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축구공, 티셔츠를

기록관, 공공, 대학, 학교, 정부, 특수 도서관뿐만 아니라 협회, 도서

선물로 받으며, 프로그램이 끝나면 수료증명서를 수여받는다. 이 프

판매업자 및 도매상, 학교도서관 교육자 등이 포함된다. 시스템 개발

2003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99명의 프리미어리그 스타
들이 독서스타로 참가했다. 참여한 부모와 아이들의 총 수는 6000
명 이상이며, 이들에 의해 15,000점 이상의 책이 읽혀졌다.

로그램은

RDA

기록을

이용함으로써 테스트에 참여하게 된다. 테스트 방법은

www.loc.gov/bibliographic-future/rda에서 확인 가능하며, 비록
공식 테스트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RDA를 그들의 환경 하에서 테스
트하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위 사이트는 테스트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1995년

자와 시스템 판매자는 테스트 참가자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운영 위원회 및 커뮤니티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
국제연합총회에서 국제연합교

테스터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서 증진을 위해 매년 4월 23일을‘세계

23

RDA의
온라인 버전이 발표되는 시기에 시작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2009년
7월 혹은 그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테스트 기간 중 처음 세 달간은

일로 정한 것은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온라인 툴 이용 훈련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에 친숙해지는 기간이 될

지방에서 책을 읽는 사람에게 꽃을 선

것이며, 나머지 세 달은 테스트 기록을 만드는 기간이 될 것이다. 온

1616년

라인 조사 툴은 테스트 참여자들이 기록 생성 과정 및 기록 결과에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

관한 양적∙질적 정보의 기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 테스트 마

망한 날이 바로 이 날인 데서 유래한다.

지막은 운영위원회의 테스트 결과 분석과 미국 내 커뮤니티 사람들

현재 책의 날의 기원국인 에스파냐를 비롯해 프랑스∙노르웨이∙영

로부터의 피드백을 받는 단계가 되며, 대략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세계인의 독
책과 저작권의 날’
로 정하였다. 4월

물하던‘세인트 조지’축일과

국∙일본∙한국 등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있
다. 에스파냐에서는 책과 장미의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고, 영국에서
는 이 날을 전후해 한 달간 부모들이 취침 전 자녀들에게

20분씩

책을 읽어 주는‘잠자리 독서 캠페인’
을 벌이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테스트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테스트는

예상된다.

RDA 테스트의 잠정 일정과 운영 위원회 멤버, 테스트를 위한 제안
된 방법, 참가 신청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
인할 수 있다.

출판 관련 단체와 대형 서점들을 중심으로 사진 공모전,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 도서관에 책 기증하기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미국국립도서관,

RDA 시험계획 발표

미국 국립도서관인 미의회도서관(이하 LC), 국립의학도서관(이하 NLM),
국립농업도서관(이하 NAL)이

RDA(자원기술과 접근) 개발과 보완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했다. 운영위원회 조직의 필요성은 서지통정의 미래에
관한 LC워킹그룹이 처음으로 주창하였다.

LC, NLM, NAL은 웹 성과물 테스트 결과에 따라 RDA 시행여부에
대한 공동 결정을 하기로 합의했다. 테스트는 RDA의 운영, 기술, 경
제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며, 테스터는 국립도서관 세 곳
외에도 전체 미국 도서관 커뮤니티를 포함한다. 이 때문에 국립도서
관들은 세 국가도서관과 협력기관 사이의 공식테스트 과정의 종합적
인 조정과 테스트 방법 및 훈련자료 개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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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SIS-CAT 소장도서 레코드 1억 건 돌파

4월 16일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이하 NII :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는 NACSIS-CAT(목록소재정보서비스)의 소장도서 레코드 수
가 1억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7월에 도서와 잡지를 합한 레코드 수가 1억 건을 돌파한 데 이
어 이번에는 도서만으로 1억 건을 돌파한 것이다. 1억 번째 레코드
지난

는 칸토학원대학 도서관 인간환경학부 분관이 작성한 소장도서 레코
드가 되었다.

�

제2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운영사례를 파악∙분석하여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2009년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전국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

� 공모 개요
� 참가대상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 공공, 특수, 대학도서관
� 공모주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사례
- 기본계획, 예산편성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장애인서비스 프로그램 및 자료제공을 중심으로 한 사례
� 접수기간 :

2009. 4. 1(수) � 5. 22(금)

� 접수방법

- 전자우편 : sooki1092@korea.kr

- 주소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 관련 문의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오숙희(02-590-0547)

� 우수사례작 발표 및 시상
� 발표일시 : 2009. 6. 10(수) / 17:00(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 시상내역 :

- 최우수상(당선사례비 1,000,000원) 1편

- 우수상(당선사례비 700,000원) 2편
- 장려상(당선사례비 500,000원) 3편

�

�

� 원고작성방법

1. 원고, 글자체, 줄간격, 여백, 분량
원고

A4

글자체
신명조

줄간격

160%

여백
왼쪽∙오른쪽
위∙아래
머리말∙꼬리말

25mm
15mm
15mm

분량

12 page 내외
(사진 등 포함)

2. 글자크기

- 본문내용 12 point

- 제목순서는 Ⅰ-1-1)-(1)-①으로 하되 크기는 16-15-14-13-12로 하고 제목은 진하게 작성

�

�

3. 구성은 사업 배경, 목적, 구체적이고 세분된 사업계획(예산포함),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만족도, 장∙단
점 등) 향후 발전방향 및 기대 효과 순이며 텍스트 위주로 작성

4. 원고 표지에는 원고작성자 이름,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e-mail포함), 연락처 명기
5. 제출된 원고는 선정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개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운영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도서관에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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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는 도서관 선진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으로 도서관 선진화

1
2
3
「도서관 선진화 현상공모 논문집 2009」를 발간하여 도서관 연구과제 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 국내 주요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논문을 현상 공모합니다. 최우수상 편, 우수상 편, 장려상 편을 선정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시상하고 사례금을 수여할 뿐 만 아니라

창의와 열정으로 한국 도서관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1. 공모 개요

� 응모자격 :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박사과정 포함) ∙휴학생
※공동참여는 3인(주저자 먼저 표기)까지 가능하며, 모든 참여자가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시상이 진행되는‘09년 7월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공모주제 : 도서관 선진화 관련 내용으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주제
- 도서관 관련 법규, 규정, 행정, 제도 개선
- 도서관 재정 확충 및 예산절감 방안
- 사서의 전문성 및 사서직 제도
- 문헌정보 처리 및 시스템의 표준화
� 공모기간 :

- 국내∙외 도서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영, 마케팅 및 통계분석
- 매체변화에 따른 장서개발 및 보존
- 도서관 서비스 변화를 수용하는 도서관 건물 및 공간

2009. 5. 1(금) - 2009. 6. 30(화)

� 접수방법 : 전자파일과 원고 5부, 재학증명서 제출

contest@mail.nl.go.kr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전자우편 :
- 주소 :

� 관련 문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담당 : 윤경환, 02-590-0723)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 공지사항에 공모안내문 게재

2. 입상자 발표 및 시상
� 발표일시 :

2009. 7. 20(월) 10:00,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시상내역 : 최우수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 당선사례비 3,000,000원) 1편,
우 수 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 당선사례비 2,000,000원) 2편,
장 려 상(국립중앙도서관장상, 당선사례비 1,000,000원) 3편

※ 당선사례비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응모논문이 없는 경우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논문작성요령

1. 논문구성 : 논문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부록
2. 원고분량 :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한 A4용지 30매 내외(참고문헌, 그림, 도표 등 포함)
3. 원고작성 : 신명조체, 글자크키 11포인트, 줄간격 160%
4. 표 지 : 논문 제1면에 제목, 투고자의 성명(국∙한∙영문) 및 소속,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기재
5. 참고문헌 :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헌에 이어 외국문헌을 기재하고 본문의 문헌소개는
6. 기타사항

“어깨번호”
로 표시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할 것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저자의 학교, 학과, 학년, 주소(e-mail 포함), 연락전화 등 명기

원고는 5부를 출력하여 다음 주소로 우송, 전자파일은 e-mail로 우송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윤경환
02-590-0723, FAX : 02-590-0502, e-mail: contest@mail.nl.go.kr

* 전화 :

원고의 내용에 대한 표절시비, 기타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관한 책임은 원고제출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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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계 발전과 문헌정보학의
이론정립을 위해서 학술지 �도서관�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년 상반기(6월 발행)에 개재할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2009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논문 성격
순수학술논문, 현장실무논문, 번역논문으로 합니다.

* 논문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
니다.
* 현장 사서의 석사학위논문 중 우수논문 요약 게재가능.

투고요령
제출처
원고작성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그림, 표, 부록

원고분량

A4 20매 내외(참고문헌, 그림, 도표 등 포함)

원고작성

신명조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간격 160%

논문구성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

표지

원고접수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원고가 우리도서관에 접수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논문 제1면에 제목, 투고자의 성명(국∙한∙영문)
및 소속,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기재

번역논문

일자로 합니다.

번역논문은 번역자가 저작권에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원문과 함께 저작권 허락서류를
제출

�논문의 게재 여부는 국립중앙도서관 간행물편찬위원회

참고문헌

에서 결정합니다.

헌에 이어 외국문헌을 기재하고 본문의 문헌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로 합니다.

모집마감
2009년 5월 31일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

소개는‘어깨번호’
로 표시

* 별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부담으로 필요부수를
논문표지에 붉은 색으로 표시

연락처
* 전화 : (02) 590-0636
* 팩스 : (02) 590-0546
* 주소 : (우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협력과
* E-mail : hanfly@korea.kr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이 드디어 5월 25일 그 광대한 문을 연다.‘디

브러리(Dibrary, Digital+Library)’
라는 이름의 디지털도서관은 정보와 인간이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
털 복합문화공간으로, 모든 이용자들이 디지털 자료를 열람, 창작, 교류, 휴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이다. 특히 서리풀 공원의 녹지를 유입하여 인간과 자연의 따뜻한 감성이 만나 하나가 되는 최적의 디지털 정
보 공간으로 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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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