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는 대한민국人
크리에이터 박웅현
TBWA KOREA 전문임원

밑줄 긋는 남자, 박웅현
그에게 책 읽기란 놀이다
그는 바쁜 일상에서 마음의 틈이 생기면 책을 든다.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은 밑줄을 긋고, 밑줄 그은 문장은 다시 노트에 옮겨 적는다.
옮겨 적은 문장과 이 행위는 어쩌면 그에게 창의력의 원천인지도 모르겠다.
눈여겨본 작가의 신간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은 책을 주로 읽는다는 그는 특히 클래식 문학을 아낀다.
마침 읽기를 끝낸 볼테르의 소설1)에 밑줄 그은 문장은 아래와 같다.
“노동을 하면 우리는 세 가지 악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
그 세 가지 악이란 바로 권태, 방탕, 궁핍이라오.”

1)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050 <미크로메가스 캉디드 혹은 낙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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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40 꿈을 키워 갈 기회를 주는 것 세계 오지에 도서관 짓는 남자 존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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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서관

도서관, 지역 사회의 중심에 서다

도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공공누리’

이는 잡지사史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기존 정치·사회·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종합잡지들에 대한 발행 제한이 다소 완화되기에 이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

릅니다.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민족청년단체인‘흥사단’
을 배경으로 발행된 <동광東光> 역시 이 시기인 1926년 5월 창간됩니다.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동쪽의 빛, 곧 새벽을 의미하는 제호에서 드러나듯 <동광>의 편집 노선은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함양시키고 민족의식 계몽에 주력합니

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

길고양이가 만든 마을 도서관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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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다. 특히 무실·역행·신의·용기라는‘흥사단’
의 4대 이념을 근간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의 애국 사상과 계몽적 성향이 두드러지는데 당

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

대 대표적 민족주의자였던 춘원 이광수가 <동광>의 주요 필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하는 동시에 이용허락절차의 간소
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동광>은 1933년 1월까지 총 40호를 마지막 폐간합니다. 그러나 독립 후 1954년 9월 주요한이 발행한 <새벽>이 <동광>의 순우리말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

을 밝히며 그 후신으로서 등장합니다.

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www.kog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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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도서관 칼럼

도서관,
책과 전시와 강연이 있는 공간
누구에게나 익숙한 공간이 있다. 각자가 살고 있는 집은 친숙한 일상의 공간이다. 학생에게는 학교가 있고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시인 르네 샤르Rene Char, 극작가 외젠 이오네스코Eugene Ionesco, 사상가 기 드

성인에게는 일터가 있다. 집과 일터 사이에는 식당, 카페, 백화점, 와인바, 노래방 등 수많은 상업적 공간

를 주제로 한 전시 등이다. 이 전시회들은 작가의 삶과 작품들을 그들
보르Guy Debord에 관한 전시와‘계몽주의’

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의 삶을 벗어나는 공간으로 교회, 성당, 사찰과 같은 종교적 공간이 있다. 우리

이 살았던 시대 속에 집어넣고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시회로, 그들의 가족과 교육배경, 교

는 그곳에서 하루하루 흘러가는 덧없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묻고 초월적 세계의 거룩함을 체험한다. 일

우관계와 사회적 활동,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과의 관계 등 주제 인물의 삶 전반을 보여주는 수많

상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인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에는 인간 영혼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나

은 사진과 동영상들, 육필로 쓴 원고나 메모 수첩, 안경, 타이프라이터, 만년필 등의 개인 물품, 초판본과

오는 간절한 목소리를 예술과 학문이라는 형태로 표현한 음악과 미술, 문학과 학문 세계의 작품들이 즐비

그 이후에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서적들이 예술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만큼 작가의 세계 깊숙이 들

하다. 거기에서 우리는 세속의 삶에서 혼탁해진 정신을 맑게 정화한다. 그래서 종교의 공간이 특별한 건축

어가 작품의 배경 지식을 넓혀주는 전시회를 보고 나면 작품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당

양식으로 지어지듯 문화예술의 공간도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건축된다.

연한 일인지 모른다.

도서관의 강연회
도서관이란 무엇인가?

프랑스국립도서관에는 규모가 다른 강당이 몇 개 있다. 강당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고, 조명은 은은하며

도서관圖書館, 그곳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림圖과 책書을 모아 놓은 건물館이다. 그곳은 어느 종교공간

좌석은 영화관의 그것처럼 편하다. 그곳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의 강연회와 토론회가 열린다. 프랑스를 대

이나 문화공간보다 개인의 정신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공간이다. 종교예식에는 정해진 시간과 순서

표하는 도서관인 만큼 강연회와 토론회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인데, 필자는 그곳에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가 있고, 공연장에도 정해진 시간과 좌석이 있다. 미술관에는 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전시된 작품은 정해져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철학과 문학에 대한 강연을 들었고, 프랑스 혁명사를 주제로 하여 프랑스와 미국의

있다. 그러나 도서관에 가면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원하는 자리에 앉아 원하는 시간만큼

역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방청했으며 미국의 남북전쟁사에 대한 강연회에 참석

책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도서관, 그곳은 정신의 해방구다. 그곳에서 우리의 정신은 모든 굴레를 벗어나

했다. 유럽통합, 민주주의의 위기, 지구환경문제, 현대사상의 흐름 등 일반 주제의 강연회나 프랑스를 대표

고, 우리의 영혼은 높은 곳을 향해 상승하고, 우리의 상상력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하는 작가와 사상가들에 대한 토론회도 열린다. 그런 강연회와 토론회에 참석하다 보면 새로운 주제에 대한

도서관은 한 나라의 정신의 높이와 깊이를 나타낸다.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 그 나라의 국립도서관을 방문해

관심이 생기고 나의 지적 시야가 좁았음을 깨달아 책을 더 넓고 깊게 읽어야겠노라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프랑스 파리에는 파리의 중심부 리슐리외 거리에 프
랑스국립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도서관 건물에 피어있는 이끼는 그 자체로 프랑스의 오랜 세월과 지

도서관, 정신의 방향타

적 전통을 느끼게 한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깊은 사색을 하던 릴케Rainer Maria Rilke, 벤야민Walter

한 나라의 발전은 경제성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등은 훌륭한 서적으로 도서관의 서가를 풍요롭게 만들며 그 역

삶의 기본이지 삶의 목표는 될 수 없다. 인류는 생존에 필요한 생물학적 욕구의 충족을 넘어 더 먼 곳, 더

사를 함께 해왔다. 그러나 이 오래된 도서관은 늘어나는 책들을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았고, 이에 프

높은 곳을 향하여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그런 정신적 추구가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 지난

Benj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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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코

Francois Mitterrand, 재위 1981~1995

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은 센 강변에 새로운 국립도서관을 건립했다.

60년간 한국사회의 경제성장은 엄청난 물질적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교육수준도 놀라울 만큼 성장했다. 그

머리를 스치는 센 강의 바람결을 맞으며 넓은 나무 계단을 오르면 탁 트인 센 강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러나 아쉽게도 한국인의 교양과 정신생활의 수준 또한 그만큼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한국사회

그곳에서 잠시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도서관으로 들어간다. ㅁ자 형태의 직사각형으로 구성된 도

는 문화와 교양 수준을 한 단계 일으켜 세워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정신의 황폐와 가치의 혼란을 경험하는

서관의 중심 공간은 키가 큰 나무들이 서 있는 정원이다. 도서관의 모든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

시대일수록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도서관은 풍랑이 이는 거친 바다 위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방

를 줄이는 동시에 무언가 고귀한 공간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향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는 곳이다. 비단 국립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
곁의 모든 도서관이 그런 장소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도서관의 전시회
세상에는 각 장소에 걸맞은 수많은 전시회와 강연회가 열린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장소이지만
책과 관련된 문화행사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 어울리는 행사, 다시 말해서‘책’
과 관련된 전
시회와 강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은 체계적으로 기획한 전시회를 일 년에 약 네 차례
개최한다. 필자가 프랑스 파리에 살았던 10년간 국립도서관에서 개최한 전시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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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수복
정수복은 작가이자 사회학자이다. 지은 책으로는〈의미세계와 사회운동〉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등의 사회학 저서와
〈파리를 생각한다〉
〈파리의 장소들〉
〈프로방스에서의 완전한 휴식〉등의 파리와 프랑스 연작,〈책인시공-책 읽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
〈책에
대해 던지는 7가지 질문〉등 책에 대한 연작이 있다. 2012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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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커버의 비밀
북 디자이너 오진경

가만 생각해보면 책이 저 나름의 표정을 싣고 독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무
뚝뚝한 표지 일색이던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책을 고르
는 기준으로 표지를 꼽는 독자층도 상당 생겨났다. 왜 일
까. 표지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나라 북 디자인 계의 중
심에서 흐름을 가늠하고 리드하는 북 디자이너 오진경에
게 물었다. 대체 표지가 무엇이냐고.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다짜고짜 던진 첫 질문에 돌

어떤 경로로 찾아왔든 지금 손에 든 그 책의 세계에 들어

은 만들어진 책을 읽지요. 제가‘원고를 읽은 경험’
과독

아온 그녀의 대답은 그랬다. 오진경이 표지 디자인을 시

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비로소 독서

자들의‘독서의 경험’
은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작했던 1998년 무렵의 우리나라 출판계에는 북 디자인

가 시작되는 순간의 감성적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어떤‘온도’
를 갖기를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은근하거나

의 개념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혀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표지가 아닐까 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뭉근한. 그러니까, 원고가 하나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과

표지 따위?에 구애받지 않은 채 책을 골랐다. 표지라면

“프랑스 철학자 제라르 주네트Gerard Genette는 책을 집에 비유

그저 책 제목만 잘 보이면 될 일이었다. 그렇게 밋밋한

했어요.‘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작

물론 편집자와 생각이 달라 부딪치는 일도 적지 않다. 그

표지의 수면에 파동을 일으킨 것이 오진경이고, 그녀가

은 문을 연다. 그렇게 미지의 세계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

럴 때마다 그녀는‘과연 책 표지란 무엇인가’
라는 원론적

흔든 물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는 것이다’
라고요. 즉 저자의 첫 문장을 만나기까지 일

인 질문을 떠올린다. 표지가 지금의 시대 정서와 감성을

련의 과정 중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표지라는 거죠. 적절한

충분히 담고 있을 때 독서라는 사건이 발생한다 믿고, 끝

손끝을 사로잡아

은유라고 생각해요.”

까지 설득한다. 그런 의견 대립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매

독서를 시작하게 하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디자인해야 숱하게 쏟아져 나오

우 중요하고, 또 긍정적인 것이다.

“독서가 시작되게 하고 싶어요.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책이 가진 세계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04

는 책 속에서 독자의 독서를 시작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책이 만들어지기 전‘날 것의 원고’
를 읽지만 독자들

정에 저의 역할이 있는 거죠.”

“머릿속에 정해진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뻔한 것만 나
와요. 확신이 없을 때야말로 흥미로운 것이 나오죠. 서로의

| 사람들은 전하고 싶은 세계가 있을 때, 책으로 엮어요.
하나의 원고를 쓰는데 들인 시간과 호흡은 그만한 시간과 호흡으로 흘러갑니다.
십 년이 지나도 그 책은 그 느낌이겠죠.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史 911-3-18
연금술사 879-2-1
남쪽으로 튀어 833.6-6-199-1-2
지문 사냥꾼 813.6-5-904
흑산黑山 813.7-11-1281

843-6-103

오진경
작업을 위해 원고를 읽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책 읽는 시간의
싸움에 늘 골치가 아픈 북 디자이너. 블로그보다 사람의 손이
닿은 편집된 인쇄 매체가 좋아 가방에 항상 종이 신문을 넣어
다닌다. 디자인을 언어로 설명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문학동네 〈남쪽으로
학삐리. 작업한 북 디자인으로는〈연금술사〉
은행나무〈박완서 소설 전집〉
세계사〈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
튀어〉
책세상 〈아케이드 프로젝트〉
새물결 〈黑山〉
학고재
이커를 위한 안내서〉
한겨레 등이 있다.
〈대한민국 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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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경

|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을 표지만 바꾸어서
다시 출판하자는 제의를 받고는 해요.
저는 책 표지를 포장지 바꾸듯, 화장 고치듯
하는 것이 반갑지 않아요. 그 책을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자랑할 만한 표지는
아직 못 만난 것 같다며 오진경은 수줍게 웃었다.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더 잘하고 싶다면서.

생각을 나누고 조율하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때, 그

너가 늘어났고, 무겁고 권위적이던 출판 문화에서 개성이

그래피는 글자를 운용하는 모든 행위이죠. 장식적 요소를

리고 그것의 반응이 좋을 때, 그럴 때 참 행복합니다.”

강조된 책과 표지가 쏟아져 나왔다. 그야말로 누구나 책

걷어내고 타이포만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상당히 힘

책임은 무거웠지만 특별했던 경험이었고, 김훈의〈흑산〉

오진경은 책의 기획 단계부터 함께 하는 것을 즐긴다. 특

을 출판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지

든 일인데, 독일은 그 타이포그래피만으로도 품격 있는

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한 디자인에서 이야기 속의 안

히 고인의 일주기에 맞춰 출간된〈박완서 소설 전집〉작

난 지금은 어떨까.

책을 만들어 내요.”

타까움이 잘 담겨 있어 마음에 들어요. 이적의〈지문 사냥

“〈황석영 문학 50년 기념 전집〉
과〈박완서 소설 전집〉
은

업 당시, 각 장 구성에 대한 의견이나 도입부에 넣을 사

“요즘은 북 디자인이 시대를 이끌어 가기는커녕 따라가지

한 나라의 고유 언어와 문자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더 의미

꾼〉
은 당시에 새로운 북 디자인의 유행을 주도했고,〈연금

진 등 세밀한 부분까지 끊임없이 제안했고, 고인을 향한

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치 앞도

있다. 문자에는 한 나라의 정서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

술사〉
는 담담하게 디자인한 만큼 12년이 지났음에도 질

정중함과 애틋함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었다는 평가를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

고, 글자의 획마다 그들만의 고유한 세계가 새겨져 있다.

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받고 있다.

감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책을 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이 집약된‘한글’
이 있다.

긴 시간 북 디자인을 해 온 자신을, 그녀는 이렇게 평가

“북 디자이너의 역할은 결국 개인의 역량이고, 아는 만큼
관여할 수 있습니다. 책을 정말 잘 만들고 싶다는 진심에

들고, 제목을 짓고, 디자인을 하고 있으니 책 역시 새로운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겠지요.”

서 시작되는 거겠죠.”

“요즘처럼 한글과 관련된 유희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시절

했다.

이 있었나요? 일반인들이 캘리그래피 학원에 다니고, 너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따뜻해지고

도나도 손글씨를 쓰는데 여념이 없죠. 만일 통일이 된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기운으로 한 단계 성숙된 디자인을

우리나라에 북 디자인이 대중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

무심한 표지가 다정해지기까지

면 이 작업들이 깊이를 더하고, 완성도를 더하고, 정갈해

하고 싶어요. 새삼, 디자인은 정말 힘이 세다는 걸 깨닫고

은 일본 문학이 대량으로 소개되던 2000년대 초반이다.

다정한 표지가 다시 무심해지기까지

지는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출판계의 물리적인 한계도

있어요. 그 능력을 귀한 곳에 귀하게 쓰고 싶습니다.”

무심하기 이를 데 없던 표지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

사람들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이‘궁금해서’
다. 그

벗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저는 스튜디오를 개성으로

북 디자인이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저도 궁

웃음

런데 어떤 책은 여전히 10년 전을 살고 있다. 이미 다 알

옮겨보고 싶어요. ”

금하네요.”
라고 말하던 오진경.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하

“ 그전까지는 우리에게 알려진 일본 문학이라면 나쓰메

아버려서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데. 학술서 등에 답답함

한글은 세계적이지만 한글 출판물은 지엽적이다. 주 수요

게 책의 세계에 진심을 다 하는 그녀의 뜨거움에서 표지

소세키 등의 묵직한 작가들의 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

을 느끼는 것도 같은 이유다. 책은 21세기를 담고 있는데

계층 5,000만, 우리나라 인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까

의 정의를 어렴풋이 떠올리던 그때, 그녀는 말했다.

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되면서 그 낯선 감성을 담

그것을 담아낸 디자인은 80년대인 이 불편함을 사람들은

닭이다. 수요 계층이 더 늘어난다면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확신이 서는 순간, 그것은 구식이 됩니다. 어떤 표현이나

아낼 새로운 표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캘리그래피, 경

견딜 수 없게 된 거다.

의 존재는 더욱 특별해질 것이고 나아가 한글에 대해 차원

스타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설명을 한다는 것은 언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녀는 눈을 빛냈다.

나 한발 늦는 것 같아요. 표지는 말로 설명하는 세계가 아

도 그때부터다.

쾌한 일러스트와 같은 표현들이 나온 거죠. 아이러니하게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세계는 디자인으로 현실화 될 때

도 그것이 역으로 국내 소설 표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

완성되지요. 그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북 디자인은 필요

고요.”

합니다.”

넘치지 않는 꾸준한 노력가, 오진경

이런 것이다, 라고 생생한 얘기를 듣는 것은 어쩌면 영원

표지는 시대를 반영한다. 당시는 미니 홈피의 유행으로

그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북 디자인을 보여주는 나라로

오진경은 1998년 처음 북 디자인을 시작한 이후로

히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려는 욕구가 폭발하

독일을 꼽았다.

1,000권이 넘는 책의 디자인을 해왔다. 그 책들 가운데

듯 번지던 시절이었다. 그 흐름을 따라 출판사와 디자이
06

“책은 수많은 문자로 이루어진 덩어리예요. 책에서 타이포

니라 보여주는 것이 말을 하는 셈이지요. 표지란 명확히

에 어떤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궁금했다.

글. 최민영 사진.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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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원류
민중, 그림으로 석가를 배우다
조선후기에 불암사와 선운사에서 간행된 <석씨원류>는 내용은 동일
하지만 편찬체제는 전혀 다르다. 불암사본은 성화본처럼 앞쪽에 그
림을 싣고 뒤쪽에 본문을 둔‘前圖後文’형식이며, 선운사본은 영락
본과 같이 상단에 그림이 있고 하단에 본문을 배치한‘上圖下文’형
식이다.

〈석씨원류〉
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편제를 보

본래 중국 명나라에서 간행된〈석씨원류〉
는 이후 우리나

면 실은 상편 2권과 하편 2권으로 구분되며, 각 권당

라에서도 명나라 판본을 입수하여 조선 후기에 불암사佛

100편 정도의 일화가 수록되어 모두 400여 편으로 편찬

岩寺와 선운사禪雲寺에서 두 번이나 간행되었다. 국립중

되었다. 상편 2권은 인도에서 성립된 불교의 역사를 다루

앙도서관에는 앞의 두 사찰에서 간행한 2종이 모두 완질

고 있는데, 주로 석가모니의 출생 이전의 인연으로부터

본으로 소장되어 있어 상호 비교하기에 더없이 좋은 상황

석가모니의 출생 이후의 다양한 행적을 다룬〈석가보釋迦

이다.

와 주요 경전의 설법, 석가모니 열반 이후 불교 교단
譜〉
의 동향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편 2권은 중국

먼저 불암사본은 모두 8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말에

에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의 불법과 관련된 일화로부터 불

수록된 승려 처능處能의 발문에 따르면 인조 9년1631 명나

교가 전해진 이후 원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불교의 주요 유

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정두원鄭斗源이 대겸大謙이라는

통과 해당 인물에 관한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이

중국 승려로부터 한 질을 선물 받아 금강산에 있던 춘파

책은 특정 조사의 사상을 담은 저술이 아니라,〈불조통기

대사春坡大師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정두원이 전해준 이

佛祖通記〉등 여러 불교 사전史傳관계 문헌에서 두루 선

판본은 어제서문御製序文이 들어 있는 성화본일 가능성

별하여 편찬한 것으로 가급적 특정 종파의 견해를 나타내

이 매우 높다. 그 후 춘파대사의 부탁으로 금강산 유점사

지 않고 일반 민중이 불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

楡岾寺 승려 지습知什이 경기도 양주의 불암사에서 목판

중심의 글과 도상을 수록한 대중교화서의 성격을 지니고

에 판각하였다고 한다. 그 사실은 권말의 간기를 보면 강

있다.

희康熙 12년1673으로 발문 연대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석씨원류〉
가 편찬된 중국 명나라에서는 영락제永樂帝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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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터 가정제嘉靖帝에 이르기까지 4차에 걸쳐 간행되어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각 책의 내면지에 신해

황실은 물론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다. 이때 간행된 책은

辛亥년 3월에 경빈慶嬪1832~1907 김씨의 무병장수와 익종

본문의 편집방식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며, 이후

翼宗1809~1830의 극락왕생을 기원한 상궁들의 인출 발원문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전기부터 중국본을 입수하는 대로

이 묵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철종 2년1851에 후쇄後刷한

석가의 일대기와 불법佛法이 중국에 전래한 이후 원나라까지 유통에 관한 사실을 글로 쓰고 여기에 민중이 그 내용을 쉽게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간행하였을 테지만 현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졌듯‘경빈’
은 1847년 헌종의 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배치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책,〈석씨원류釋氏源流〉
. 이 책은 중국 명나라 홍희洪熙 1년1425에 사

판본은 다음의 2종이다.

궁으로 간택되어 책봉된 칭호로, 그녀를 사랑한 헌종이

명四明현재의 寧波市 부근 출신의 대보은사大報恩寺 스님인 보성寶成이 편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편의 내용은〈석가여

類型

래응화록釋迦如來應化錄〉
이란 불전佛傳 문헌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또한 이미 중국에 영락永樂 말년인 1423년 판본

上圖下文

永樂本1423년

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저자에 있어서는 자못 의문이 든다.

前圖後文

景泰本1450년

韓國本

낙선재 옆에 석복헌錫福軒을 지어 주어 정비正妃로 간택

嘉靖本1556년

禪雲寺本1710년

하지 못한 서운함을 달래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

成化本1486년

佛岩寺本1673년

으며,‘익종’
은 순조의 요절한 세자로 그의 아들 헌종이

中國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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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선운사본 간기. 갑회명질. 비용산출 기록.
조선 후기의 사찰에서는 간혹 보사補寺를
목적으로 동갑내기 승려를 중심으로 갑계를
조직하여 비용을 마련하였던 공동체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만 그 목적이 건물의 중
수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불서의 간행에 있
었다는 점이 주목되며, 이러한 사례는 다른
불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
04
선운사사적의 판각기록
선운사사적에 기록된‘康熙49年’
은 서기
1710년에 해당하므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1648년과는 62년의 연대 차이를 보인다.
05~06 현익의 선운사창수기. 최서용 참여 기록
1707년에 지은 현익의 兜率山禪雲寺創修
勝蹟記와 최서용이 시주자로 참여한 기록
01

02

03

05

06

추존한 칭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책8의 끝에 정조의 인

를 기재한 사례는 간혹 목판의 뒷면 빈 여백에 묵서로 기

중간 부분에서‘康熙49年庚寅春釋氏源流板子刊刻 化主

책은 판각이 완료된 다음 해인 1711년에 찍어 낸 책이

장인「萬機」
와「弘齋」
가 찍혀 있는데, 이 책이 1851년

록된 경우가 있을 뿐 목판에 새겨진 실례는 보기 드물다.

影波大士海雲 別座通政大夫三信’
이란 기록을 보고 의문

분명하다. 이 기록은 이 책의 발문을 쓴 현익이 직접 묵서

에 후쇄된 것임을 염두에 두면, 정조가 소장했던 장서로

그런데 정작 선운사본의 간행 연대를 밝히는 데에는 묘한

을 갖게 되었던 차에 이번에 글을 쓰면서 이 문제를 확인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갑계명단에 병오丙午생으로 되

보기는 곤란하고 아무래도 취미로 인장을 수집한 헌종의

함정이 숨어 있다. 다른 사찰본과는 다르게 선운사본의

할 수 있었다. 이 기록은 연대가 없는 간기刊記를 보완하

어 있어 당시 45세로 능허당凌虛堂의 촉망받는 대종사大

보소당寶蘇堂에 보존되어 있었던 정조 인장을 석복헌 상

간기는‘兜率山禪雲寺開板’
으로만 기재되어 간행사찰만

는 결정적 자료일 것인데, 더욱이 선운사본의 간행에 주

宗師가 되었다. 만약 간행연대가 1648년이 맞는다면, 이

궁이 날인했을 것으로 짐작해 본다.

나와 있고 간행 연대는 빠져 있다. 그리하여 하호연의 서

도적인 역할을 했던 해운海雲이 화주로 통정대부 삼신三

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운사본〈석

문과 현익의 발문을 근거로 선행의 모든 논문과 목록에

信이 별좌로 함께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이

씨원류〉
의 간행 연대는 그동안 통용되었던 1648년이 아

한편 선운사본은 이 책에 수록된 하호연河浩然의 서문과

1648년으로 환산하여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사적기에 기록된‘康熙49年’
은 서기 1710년에 해당하

닌 1710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선운사 승려 현익玄益의 발문에서 간행 계기를 짐작할 수

이 책의 서문과 발문을 쓴 연대를 단순히‘崇禎後戊子’
라

므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1648년과는 62년의 연대 차이

있다.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명대사四溟大師 송운松

는 연호와 갑자로만 기재되어 있지 숫자로 표기하지 않아

를 보인다. 또한 이〈선운사사적〉
에는 선운사본에 발문을

이처럼 조선후기에〈석씨원류〉
가 경기도와 전라도의 사찰

雲이 이 책을 간행하여 유포했는데, 점차 책을 구하기 힘

이를 서기로 환산하는데 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조선 후

쓴 현익玄益이 1707년에 지은 <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

에서 각각 간행되어 인근에 보급되면서 많은 사찰에서 불

들어지자 모악산母嶽山의 승려 해운海雲과 거사 최서용

기 고문헌 중에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연호인‘崇禎’

記>가 수록되어 있으며, 하호연의 서문에 보이는 최서용

단이나 내부의 벽면에 석가여래의 행적을 묘사하는 불전

崔瑞龍이 선운사 승려의 도움을 받아 목판을 판각하여 간

을 기준으로 연대를 기록하는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고 있

은 1707년에 고흥 능가사楞伽寺에서 간행된〈선문염송

도佛傳圖로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책에

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선운사에서는 이 책을 간행

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서기로 환산하는데 많은 오류가

설화

수록된 400여 점의 도상은 근본적으로 민중의 불법 교화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갑계甲契를 조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전라도 태인에서 전이채田

이 나타나 있다.

를 목적으로 편찬·간행되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대중 불

직하여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특이한 사실이 권말의〈갑회

以采와 박치유朴致維가 간행한 방각본을 들 수 있는데

결정적인 근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서 확인할 수

교의 확산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조연공덕방명질甲會助緣功德芳名秩〉
에 수록되어 있다.

태인판 방각본坊刻本이 1796년에서 1806년의 불과

있다. 국립본은 모두 4권 4책으로 전권이 유일하게 완질

이는 권말의 현익 발문 다음에‘甲戌甲’
과‘丙子甲’등

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것을 그 동안 복잡

로 갖추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책의 권수면에서 보

출생연도 순서로 계원 명단 500여 명이 기재되어 있는

한 숭정 연호를 잘못 환산하여 무려 130년에 걸쳐 대대

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맨 뒤쪽 불서 간행에 든 경

로 간행되었다는 오해를 낳고 말았다.

종 종정을 지내고 전라도 담양 용화사에 거주하였던 묵담

비 산출 내력을 살펴보면 목판 한 판을 판각하는데 4량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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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의 서사書寫 시주자로 참여한 사실

」
라는 장서인을 통해 본래 오랫동안 조계

성우선사가 소장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제4책의 뒤표지
1711

辛卯元月日印經施主同參戊申甲

이 들고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2전錢이 들었다고 기재되

필자는 수년 전에 선운사에 보존되어 있는 3책본〈선운사

내면지에‘康熙50年

어 있다. 이처럼 출판에 소요된 비용의 구체적 산출 근거

사적禪雲寺事蹟〉
을 살펴본 적 있었는데, 그때 제2책의

十八人也別座玄益’
이란 묵서가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 이

글. 송일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중앙대 교수로 재작하면서 한국서지학회장과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주로
우리의 고문헌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논문으
2004과 개운사 불복장본에
로는 익산 왕궁리오층석탑에서 발견된〈百濟金紙金剛經〉
2012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서 수습한〈新羅刊本華嚴經〉

11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즐기는 冊 세상 조선문 해제집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식민지 지배를 위한 대규모 기초 조사
01 「단면도일람斷面圖一覽 」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한 한반도 전역의 측량으로 더 정확한 지도를 얻게
되었다. 충청남도 앞바다에 붙인 비고에 보면 옛 지도의 해안선과 도계道界, 철도 등은 빨간색, 새로 측량
한 위치는 검은색으로 표시했다고 썼다. 축척은 300만 분의 1.
02 「임시토지조사국청사」경성부 정동에 있는 청사를 정문에서 본 것으로, 왼쪽 뒤편의 건물이 본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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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朝30-49
기초 조사였다. 1910년 3월 설치된 대한제국의 토지조

방식에 따라 1910년대 조선에서 더 대규모로 시행된 것

을 파악하는 장치인 동시에 개별 인민

사국은 그 해 8월의‘일한병합’
과 10월 조선총독부 개청

이다.

에게는 자신의 존재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장치였던 만

을 거치면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으로 재편되었고,

큼,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작성된 토지대장 역시 국가에게

이후 1918년까지 8년 8개월 여에 걸쳐 2,000만 원이

이 자료는 1918년 사업 종료와 함께 임시토지조사국에

는 영토의 특성, 과세地稅 대상과 규모를 파악하는 장치

넘는 예산과 연인원 1만 2,000여 명이 동원된 대사업이

서 간행한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최종보고서다. 다음에 볼

이면서 동시에 개별 인민에게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진행되었다. 다만 토지조사사업 단계에서는 임야의 소유

〈조선지지자료〉
가 함께 간행되었고, 이듬해에는 조사의 전

증명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권·지적 조사는 제외되었기에, 토지조사사업이 거의 마

말顚末과 잔무정리殘務整理 상황을 기록한〈조선토지조

써 온‘98-2번지’하는 식의 필지 단위의 지번地番 주소

무리되는 1917년부터는 추가로‘조선임야조사사업’
이시

사사업보고서 추록追錄〉
이 간행되기도 했다. 이 책 앞부

도 이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 후기

작되었다.

분에서는 조선의 전통적인 토지·지세地稅제도의 연혁과

의 오가작통법은 일상생활의 주소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

토지소유권 조사, 토지가격 조사, 그리고 전국적 측량이라

임시토지조사국의 조직, 토지조사사업의 계획을 설명한

았던 듯하고, 1896년 신식호적제도의 십가작통법에 따른

는 세 가지 조사의 일괄적 시행은 식민지 토지조사사업의

뒤, 토지조사사업의 진행을 토지소유권 조사, 지세 부과

‘1통 3호’식의 통호 주소 역시 그리 일반적이지는 않았다.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후‘지조개정地租改

와 관련된 토지가격 조사, 측량이라는 세 부문으로 나누

〈독립신문〉기사 등을 보면, 우편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正’
으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

어 서술했다.

때는 편지가 갈 곳을 그저‘무슨 동 아무개’
라든가‘무슨

을 확립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를 실시했는데, 이 지조개

토지소유권 조사는 행정구역별 지명·강계疆界 조사인 준

동 이참판 댁 뒤’하는 식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정을 위해 토지를 측량하여 토지소유를 공증하고 납세의

비조사를 거쳐, 필지 단위로 지주·강계·지목地目을 확

보통 영토, 인민, 주권을 국가의 3요소라고 한다. 주권국

아마 애초 식민지권력의 일차적 의도는 토지에 대한 과세

무자를 표시한‘지권地券’
을 작성·발급했다. 1880년대

인하고 지번을 부여하는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로 이어졌

가가 아닌 식민지의 경우에도, 인민과 영토, 자원을 정확

로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것이었겠지만, 그것을 위해 겉

후반에 가서 지권을 토지대장으로 대체하면서 민유지에

다. 일필지조사는 토지소유자地主가 제출한 신고서를 토

하게 파악하는 것은 통치의 근본이 된다. 조선을 식민지

으로 내세운 것은 토지에 대한 근대적 사적소유권의 확립이

대해서는 근대적 기계를 도입한 측량地押調査이 새로 이

대로, 토지소유자가 필지의 경계를 표시한 것을 측량원과

로 획득한 일본의 식민지 권력 역시 통치 초기부터 인민

었다.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만이라면 토지 소유

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토지소유권의 신고와 측량은 지역

지주, 동리의 지주 대표總代, 이해관계자 등이 확인하는

물론 호적제도가 국가조선총독부 에게는 통치의 대상인 인구와
결혼·출생·사망·이동

그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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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토의 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사업에 착수했다. 인

자 의 신고에 따라 해당 토지를 측량하는 것만으로도 충

별로 우리의 동·리장에 해당할 호장戶長과 지주대표 등

방식이었다. 이들 사항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분쟁지는

구에 대해서는 1909~1910년의 민적조사를 통해 작성

분했겠지만, 토지에 대한 과세를 위해 세밀하게 차별화된

이 주도해서 실시한 것으로, 내무성 지리료地理寮나 일본

따로 분쟁지조사를 실시했고,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

와 나중에 도입된 기류寄留제도 등을

토지가격의 조사가 동반되었고, 토지 조사를 하는 김에 경

군 참모본부가 실시한 전국적인 지적 편찬과 측량은 이것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통해 상주인구常住人口와 그 변동을, 다른 한편으로는

비와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 간이적인 전국 지적地積과 지

과는 별개였고, 1951년에 가서야 전국적 지적조사가 이

토지가격의 파악을 위해서는 토지별로 수익성을 구별하는

1925년 이래의 국세조사國勢調査 즉 센서스를 통해 현

형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렇게 토지조사사업은 작게

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일괄적으로 토지소

지위등급조사地位等級調査를 실시했다. 시가지는 지목별

주인구現住人口를 파악했고, 영토에 대해서도 통감부 시

는‘일필지一筆地’
라고 불리는 개별 단위 토지부터 최종

유권 조사, 토지가격 조사, 전국적 측량을 실시하는 형태

시가에 따라 115등급, 기타 지역에서는 택지는 임대가격

기부터 토지조사사업을 계획하여 1910년부터 1918년에

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에 이르는 지적과 지형, 토지소유권,

의 토지조사사업은 1898년 타이완에서 민정장관 고토

을 기초로 53등급, 경지 등은 수익에 따라 지가를 정해

걸쳐 실시했던 것이다.

토지가격의 조사를 포괄한, 식민지 지배를 위한 대규모

신페이後藤新平의 주도로 실시된 것이 처음이며, 그런

132등급으로 나누었고, 군·면별, 도별 표준을 정해 조정

1923년 이후 호적부

된 민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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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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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는 冊 세상 조선문 해제집

했다. 조사 결과 토지조사부, 토지대장, 지세명기장地稅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규모‘국유지’
가 창출되어 그것

면적과 도별·면별 면적 같은 표에 이어,「단면도일람」
으

그대로 반영된 반면, 토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지권地券을

名寄帳 등의 장부가 작성되었으며, 토지조사위원회의 구

이 다시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으로 처분拂下되었는지 등

로 새로운 측량에 따라 수정한 300만 분의 1 한반도 지

발행해서 그 수수료로 토지조사비용을 충당하자는 제안은

성과 사정査定이 이루어졌다. 사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반면 실제 조사의 전개과정과 특

도를 제시하였다. 충청남도 앞바다에‘비고’
를 적어두었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토지조사사

는 다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심리하여 확정했고, 토

히 측량이라는 기술적 문제, 당시의 조선인들이 토지조사

는데, 이전 지도의 해안선과 도계道界, 철도 등은 빨간

업이 어떻게 입안·계획되고 또 어떻게 수정되면서 이루

지신고에 따른 일차 조사 이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동지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은 여전히 연구과제로 남

색으로, 새로 측량한 위치는 검은 색으로 표시했다고 하

어졌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흥미로운 자료다.

정리異動地整理를 거쳐 수정했다.

아 있다. 특히, 당시 토지조사사업은 우편·전신제도나

면서 백두산, 강릉, 제주도 등의 조정된 경·위도를 예시

대한제국 정부 역시 근대적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종

한편 측량은 지주의 신고를 확인·보완하기 위해 일필지

철도와 함께 일본이 먼저 도입한 근대의 기술력을 일반

했다. 이어서, 토지조사에 덧붙여 실시한 전국적 지형측

합적 토지조사를 추진했으나 당시 복잡한 정세 속에 제대

측량을 실시하는 김에 한반도 전체의 지적을 파악하기 위

인민이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었고,

량의 결과로 얻어진 한반도 지형을 특정한 경·위도나 철

로 시행하지는 못했고, 결국 그 시행은 식민지권력의 몫

한 대삼각·소삼각 측량, 도근측량圖根測量을 병행했고,

또 조사과정에서 하급 단순인력의 형태로나마 5,000명

도·도로를 따라 여러 선으로 잘라 본 한반도의 단면, 주

이 되었다. 통감부는 초기에 지세地稅 개정을 통한 재정

나아가 지적조사 과정에서 지형의 기복도 조사하는 간이

이상의 조선인이 고용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사무원·기술

요 산악의 높이 비교 등 여러 가지로 도시圖示해 보였다.

수입 확대에 주로 관심을 가졌으나, 이후 일본인의 토지

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지형도를 제작했다. 지형측량을

원 양성소에서 초보적 교육을 받아 통계와 장부·지도 제

위해서는 먼저 밀물·썰물 때의 해수면 높이를 측정해서

토지조사강요土地調査綱要

작에 투입되기도 했던 것이다.

제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법조사회와 법전조사국法典調

1909년 2월 대구재무감독국장 가와카미 쓰네오川上常

査局을 설치, 한국의 토지제도와 관습에 대한 조사를 진

郞가 탁지부 차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郞의 명을 받아

행했다. 그 과정에서 지적 확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토지조

토지조사사업은 일차적으로 각 필지의 측량과 토지소유

쓴 보고서로,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립, 지적의 확정, 토

사가 계획되었는데, 이 자료도 그런 조사를 위한 계획·준

토지소유권 조사, 토지가격 조사, 측량이라는 세 가지 조

권·토지가격 조사를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에 대한 과세 등 여러 측면에 걸쳐서 토지제도의 기본

비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은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평가

한반도 전체에 걸친 지적과 지형의 측량도 이루어졌다.

을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 토지조사사업의 기본구상을 담

를 복잡하게 만든다. 종래 토지조사사업 연구에서 가장

이런 전국적 정보를 모아 1919년 임시토지조사국에서는

은 글이다. 가와카미는 이후 1916년까지 평안북도 장관

주목한 것은 토지소유권 문제였다. 과연 그것이 토지에

앞서 본〈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의 별책 격으로 이〈조

을 지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지만, 이

대한 사적 소유권 인정의 시초였는지, 또는 지주의 신고

선지지자료〉
를 간행했다. 이 책은 전체가 표와 지도로 되

보고서 내용은 1910년부터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에 상당

에 입각한 토지소유권 확인이라는 방식을 통해 소유권 이

어 있으며. 한반도의 대세大勢에 이어 행정구역, 하천,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임야조사를 보류

외의 토지 이용에 대한 전통적 권리들이 어떻게 박탈되고

호지湖池, 산악, 도서島嶼, 경제 등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하고 경지조사를 먼저 실시한다든가 분쟁지에 대해서 별

식민지적 지주-소작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토지

있다. 특히‘대세’장에서는 한반도 전체의 경도와 위도,

도의 합의기관을 설립한다는 등의 구상은 토지조사사업에

평균 해수면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각 지점의 수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준측량水準測量을 실시했다.

03 「일필지조사」경기도 고양군에서 일필지조사를 하는 장면. 가운데에 측량원이 토지신고서를 들고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총대總代와 지주. 사진 오른쪽에서는 측량인부들이 임시지번•지목•지주이름을 기입한 표찰을 땅에 박고 있다.
04 「수준측량水準測量」남대문 앞에서 수준측량을 하는 모습. 사진 오른쪽에 측량인부가 표척標尺Staff을 붙들고 있고,
왼쪽에서 측량원이 수준의水準儀Level를 통해 표척을 보고 있다.

03

14

소유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소유권 증명에 관한 법률들을
朝21-52

04

朝60-13

글. 서호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사회사학회의 학술지
〈사회와 역사〉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구조와 기능, 식민지기
공저 등의 연구가 있다.
의 지식과 사회 등이 관심분야이며,〈식민권력과 통계〉

05 「북위 37도 단면」서울에 가장 가까운 북위 37도선의 한반도 단면도이다.
06 「산악고저일람山岳高低一覽」한반도의 주요 산들의 높이를 표시했다.

05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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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느 파출소에서 나는 구린내요?
1926년 국내 한 일간지의 가십기사에 따르면 동대문경

였다. 그런데 어디 이것이 지금의 정화조와 같을까.

찰서 왕십리 파출소 관내에 분뇨 버리는 곳은 환산丸山이

말 그대로 그냥 똥통이었는데 이것이 뚜껑도 없이 부

라는 자가 소유한 것인데 오물 냄새가 심하여 주변 민원

어 담기만 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부근에 사는 누

이 심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

구나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나마 엄동설한에는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코도 얼고 냄새도 덜해 그냥저냥 잊고 살았으나 눈 녹
는 춘삼월이라도 올라치면 그 악취도 녹아 심히 머리

전주 본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원元나라 연경

가 지끈할 정도로 독하였다. 밥 먹을 때나, 잠자리에

燕京 유학파 무학대사를 불러 새로 도읍이 될 만한 곳

들 때나, 집에 손님이라도 왔다손치면 딱히 말은 안

을 찾도록 명하였다. 그 길로 전국에 터 좋기로 이름

해도 변소에 앉은 것 마냥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

난 곳은 모조리 찾아다니던 무학대사가 어느 날 한 노

는데 사정이 이러하니 똥통을 좀 없애 달라, 주민들의

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노인이 이르길“여기서 십 리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도 개인소유라고

를 더 가보시게往十里.”하더라는 것이다. 사방 산으

함부로 어쩌지 못하니 뚜껑이라도 덮어두기로 하고 교

로 둘러싸여 있어 외세로부터 안전하고 한강 유역에

섭하였는데 그것이 도무지 실행되지 않는다고 다시 아

자리 잡아 육로와 수로 이용이 편리한 한양이 조선의

우성이었다. 그런데 그 분뇨 냄새보다 더한 구린내 나

새 도읍으로 정하여진 일화가 이러하다. 게다가 무학

는 소문이 왕십리 파출소 내에서 들려왔는데 가로되

대사가 의문의 노인을 만났다고 하던 자리가 지금의

위생계 주임이라든가 하던 모아무개가 똥통 뚜껑 문제

왕십리였는데 동대문과 광희문으로 이어지는 요지요,

로 뇌물을 먹어 도무지 나아지질 않는다는 것.

청계천을 따라 시가지를 형성한 이곳은 1920년대 근

위생을 관리하라고 앉혀놓은 관리가 이토록 구린내를

대화로 어느 정도 발달하였다고는 하나 듬성듬성 한산

풍기는데 정기 청결일을 정해 조선 아낙들의 소제상태

한 여타 교외 지역과 달리 사람들로 북적거리기는 단

를 경찰서에서 관리한들 무엇하랴.

연 으뜸인 곳이었다.

양주동 등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작가 및 학계 인사들이

선인은 정치상으로나 학술상으로 예술적으로 조선인의 장

다수 참여하였는데 민족주의적 관점의 애국 사상을 바탕

기를 발휘하여, 조선적인 것을 인류에게 기여함으로만 조

사람 모이는 곳에 문제 아니 생길 수 없는 법, 관내 파

1926년 5월에 창간한 종합월간지 <동광>은 1933년 1월

으로 실력양성, 도덕 함양 등을 강조하는 계몽적 성격이

선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음에랴, 이에 우리는 조선인의

출소 또한 하루 편한 날이 없었다. 시정잡배는 물론이

까지 총 40호를 발간하였다.1927년 8월 이후 휴간 1931년 1월 속간

강하였다.

민족주의를 발견한다고 믿는다.

거니와 무전취식에 노상방뇨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일제강점기에 창간한 <동광>의 가장 주목할 점은 그 발행

특히 이러한 편집 노선은 창간호 사설을 통해 분명하게

가지각색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그 중 가장 골머리

배경인데 미국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민족운동단체

밝히고 있다.

를 앓는 것이 바로 동대문에 거주하던 환산이라는 자

였던‘흥사단’
의 국내조직 격인‘수양동우회’
의 기관지 성

와 관련하였다.

격을 띄고 있다. 때문에 무실•역행•신의•용기를 강조한

근년에는 우리 조선에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논

사회주의」이외에도, 창간호에는 조선 숙종 당시 일본 어

‘흥사단’
의 창립자인 도산 안창호의 글이 산옹山翁이라는

쟁이 어지간히 성행하는 모양이다. 그중에도 사회주의자

민들을 물리치고 울릉도와 독도를 사수한 안용복의 활약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다. 동대문경찰서 왕십리

16

동쪽의 빛, 곧 새벽을 의미하는 제호에서 드러나듯
<동광>의 편집 노선은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함양시키고 민족의식 계몽에 주력한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중, <동광> 창간호 수록

민족주의적 노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민족주의와

파출소 관내에 있는 분뇨 버리는 곳, 그러니까 지금으

필명으로 발행 초기 거의 매달 수록되고 있다.

측에서는 민족주의라 하면 곧 적敵으로 본다.

상을 소개한 한 이윤재의「쾌걸 안용복」
, 미국 존스 홉킨

로 보자면 정화조의 소유자가 바로 이 환산이라는 자

이밖에도 주요한, 이광수, 김억, 주요섭, 김동환, 김동인,

⋯⋯조선인은 사나 죽으나 마침내 조선인이다. 하물며 조

스 대학에서 공중위생학으로 박사학위를 얻은 김창세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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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육체개조운동」등을 수록하고 있다.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것이니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특히 김창세의「민족적 육체개조운동」
은 당시 우리나라의

잘못인 것은 생리위생학에 관한 극히 초보의 지식을 가진

글 속의 글

위생관념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건강은 생활뿐 아

이도 다 아는 것입니다. 조선에서도 고래의 건강 장수한

21세기 양생법

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명사에게 다 일종의 양생법이라는 것이 있어 음식을 절하

어서 눈길을 끈다. 당시 우리나라의 공중위생은 불완전하

라던가 사특한 생각을 끊으라던가 대개 도덕적 수양을 겸

였고 전염병 유행이 비일비재하여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

한 것이외다. 이로 보아도 옛날 사람도 자기 의지로 자기

았는데 때문에 일 년에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정기 청결일

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었다고 믿는 줄 압니다.

민족 공동체의 헌신적 인격 양성을 강조해온 <동광>은
1933년 폐간되지만 1954년 9월 <새벽>이 그 후신으로

앓았다는 말이 없고 공자도 일흔셋, 소크라테스도 칠십을

창간된다. 창간호 권두언에서‘새벽이란 제호는 동광의

넘어 살다가 약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워싱턴도 물론 건강
하였었고 링컨.크래스톤.비스마르크스.레닌 같은 정치가

우리말’
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들도 다 건강하였었고, 뉴튼 . 에디슨 . 아인슈타인 같은 과

불안이 되는 때가 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몇 년 전의 사

믿는 줄 압니다”
는 문장으로부터 시작해보기로 한다. 이런 말

스와 신종플루가 주던 공포를, 발리와 필리핀 등에서 일어난

일 것이다. 첫째, 건강은 의지

태풍과 지진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현재는 AI와 미세

그러므로 정신

을 정해 경찰서에서 이를 관리하였다고 한다.

석가모니도 칠십 이상을 살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옛날 사람도 자기 의지로 자기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었다고

참고 문헌 서유리,「한국 근대의 잡지 표지 이미지 연구」
, 서울대학교, 2013.

학자들이 있습니다.

의 문제다. 둘째, 건강

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셋째, 하물며 옛날 사람들도 그랬다.

먼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신종 병이 출현

결론, 현대인인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하기도 하고, 여전히 자연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기만 하다. 그

글쓴이는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는 사람일 것이다. 현대는 과거

런데도 현대인으로서의 자긍심만 갖는다면 아무 문제가 아닌

보다 찬란하고, 현대인은 고대인보다 명석하다고 생각할 것이

걸까?

다. 그러니 건강의 문제에서도 자신할 수 있을 터.

우리는 부탁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게. 우리는 건강하고 행

과연 현대인은 근대인이나 고대인보다 건강할까. 평균 수명으

복하게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러니 자긍심을 갖게 해달라고. 건

로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는 확실히 전보다 오래 살게 되

강이란, 의지의 문제 아닌가. 국가와 사회의 의지로부터 국민

었고,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보다 열 살은 젊게 보인다고 생각

과 시민의 의지도 나오는 것이다. 의지의 문제이기만 하다면,

한다. 이전과 달리 우리는 대개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

근대 국가보다 현대 국가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이 시대에

견할 수 있게 되었고, 저염식과 유기식의 식사를 하려고 애쓰

‘건강이라는 의지’
를 실현할 수단과 재화와 양심과 윤리가 있

며, 적당한 운동을 함으로써 몸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우리 조선인은 정확한 숫자로는 말할 수 없지

무자비한 전염병이나 참담한 전쟁은 우리 시대의 것이 아니라

만은 일본인보다도 십여 년이나 조로한 듯합니다.⋯⋯ 그

글. 임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 예술전문사 졸업

고 생각하니까.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 예술전문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개인적 불안이 집단적

러면 건강은 숙명적인가 우리의 의지로 좌우할 수 있는 것

다고 믿어야 한다. 이게 21세기 양생법이다.
글. 최놀 자유기고가
글을 읽고 글을 쓴다.
국립국어원 웹진〈쉼표, 마침표.〉
의「언어의 흔적」
을 연재했다.

사를 졸업했다. 국립중앙도서관 도록〈시대를 읽는 또 하나의 시선 추억의 그

인가. 조선 사람은 질병과 수명을 팔자니 천명이니 하여

잡지〉
를 펴냈다.

1931년부터 정치적 위인들을 내세운 <동광>의 표지는 당대의 이상적 주체를 내세우며
조선의 현실을 극복하자는 편집진의 계몽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1931년 11월부터는 이미지 중심의 표지를 이용하며 구성적 변화를 도모한다.

01 1931년 1월호.

인도의 독립운동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02 1931년 2월호.

아나키스트이자 계몽가 리스청李石會
03 1931년 3월호.
v

체코의 초대 대통령 마사리크Thomas Garrigue Masaryk
04 1932년 5월호.
만주침략 이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당시의 상황을
이미지로 재구성하고 있다.
05 1932년 1월호.
신년 표지에 신화적 궁수弓手를 내세워 강인하고 남성
적인 <동광>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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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디퓨징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

방언정담

조셉 슈랜드, 리 디바인 지음 | 서영조 옮김

이윤기 지음

한성우 지음

더 퀘스트 | 2013

웅진씽크빅 | 2013

어크로스 | 2013

분노 해소에도 기술이 있을까. 하버드대학

우리 시대 대표적 문장가 이윤기. 그의 딸

이 책은‘방언의 인문학’
이다. 언어학자

교 의과대학의 정신과 강사 조셉 슈랜드와

이자 번역가 이다희가 아버지의 산문 중

한성우. 그가 20년 넘게 서울에서 두만

의학 전문 저널리스트 리 디바인이 함께

번역과 글쓰기에 관한 글만을 모아서 펴낸

강, 압록강 변까지 방언을 조사 연구했던

효과적인 분노 탈출 전략을 제시한다. 그

책이다.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란

경험이 책으로 엮어졌다. 방언의 오해와 참

것은 분노를 헤쳐나갈 방법으로 참거나 발

과연 무엇일까? 조르바는 현재를 즐기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사람이 백이면 사

살아가는 자유인을 상징한다. 그가 번역한

투리도 백이라는 말이 있다. 태어나 자란

〈그리스인 조르바〉
의 주인공이다. 이윤기

곳의 지역적 특색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우

Defusing

산하는 것이 아닌 해체하는‘디퓨징

’
.

‘우호적인 태도 보여주기’
,‘공감하기’
,‘명
확하게 소통하기’
다. 이 방법의 밑바탕에

는‘우리말과의 씨름’
을‘사전과의 싸움’

리는 조금씩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으로 요약하고 있다. 따라서 번역은 사전

이것을 우리는 흔히‘방언’또는‘사투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에게

에 있는 언어로 옮기는 단순한 물리적 변

라 부른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소중한 존재이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 다

화가 아니다. 말과의 씨름을 거친 화학적

어렵지 않게 이해하며 즐길 수 있다. 책을

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의 가치를 인

변화다. 자유로이 언어를 부리며 영혼을

읽는 내내 무심코 사용하는 말속에 얼마나

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

담아 행복한 번역, 글쓰기를 하던 그의 고

많은 문화와 역사,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
는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도록 만드는 것이다. 서로 신뢰하고 있다

민, 철학, 경험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는 느낌은 불안감을 느끼거나 화가 날 가

살아있는 글쓰기에 관심이 있거나 이윤기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국

과거를 추적하고 현재를 관찰하는 사람들이다.

능성을 줄여준다. 화를 내지 않고 살기는

의 문장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

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서울말도

그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렵다. 분노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은 책이다.

사투리고, 인천말도 사투리다. 문제는 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다.

감정이다. 분노가 나를 따라다니는 골칫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쓰기만

준말이다. 그러나 표준말은 실체가 있지만

당신의 지혜가 책 안에 숨은 열쇠를 찾아낼 수 있길.

리라면 이를 해체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

하면 초단은 된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실체가 없는 말이기도 하다. 서울말에 바

야 할 것이다. 화를 내고 나서 기분이 풀

여느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가? 유식해 보

탕을 두고 있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말

리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

이고 싶어서 폼 나는 어휘를 고르고, 멋있

이기도 하다. 필요할 때는 표준말을 써야

운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분노를 다스

게 보이고 싶어서 제 생각을 비틀다 제 글

하지만 사투리를 버리고 표준말로 바꿔야

려 보는 것은 어떨까?

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놓쳐버

하는 것은 아니다.”128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181.71-13-26=2

리기 때문이다.”81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718-13-3=2

글. 나제용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18-13-417

글. 박다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오늘의 선택에 우리의 내일이 변하고 있다.

글. 조수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늘의 문 이윤기 저 | 813.62-12-184=2

우리말의 비밀 이승헌 저 | 712-13-3=2

위대한 침묵 이윤기 저 | 814.62-11-8=2

B끕 언어 권희린 저 | 714.9-13-1=2

봄날은 간다 이윤기 외 저 | 810.82-11-82=2

말맛으로 보는 한국인의 문화
정경조, 정수현 저 | 331.5091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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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세기의 여름

빅 히스토리

도시기획자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소리로 읽는 세상

과학자의 관찰 노트

플로리안 일리스 지음 | 한경희 옮김

데이비드 크리스천, 밥 베인 지음 | 조지형 옮김

천호균 외 지음

미셸 레더먼 지음 | 김광수 옮김

배명진, 김명숙 지음

에드워드 O. 윌슨 외 지음 | 김병순 옮김

문학동네 | 2013

북하우스 | 2013

케이앤피북스 | 2013

문학동네 | 2013

김영사 | 2013

휴머니스트 | 2013

유럽의 역동적인 1913년을 볼 수 있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이 책으로 나왔

도시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경쟁, 삭막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것일까? 미

우리는 무수히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간

과학자들의 관찰 노트가 공개됐다. 동물

책이다. 독일의 문화예술 전문 기자 출신

다. 빌 게이츠가 지원하는‘빅 히스토리

함 등이다. 인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국의 유명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커뮤니

다.‘소리공학’
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학, 생태학, 고생물학, 인류학 등 여러 분

플로리안 일리스가 1913년 유럽에서 일

프로젝트’
에서‘빅 히스토리’개념을 창시

활동의 주 무대인 탓이다. 건조한 도시에

케이션 강사 미셸 레더먼이 호감의 11가

배명진 교수와 인간의 목소리와 언어를 탐

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자연을

어난 일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재구

한 데이비드 크리스천과 밥 베인이 강의한

7인의 도시기획자들이 삶의 다양성을 부

지 법칙을 제시한다. 이 책은 부드럽게 대

구하는 김명진 교수가 함께 쓴 책이다. 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을 한 권에

성했다. 그 해 유럽은 문화사적으로 19세

기본 텍스트로 엮어 만들었다. 역사History

여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은 경험담을 책으

화를 시작하고 이어나가는 방법, 알고 지

책은 소리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능력,

담아냈다. 아마추어 동식물 애호가부터 특

기와 20세기가 갈리는 시점, 1914년 제

라 하면 으레‘인간의 역사’
를 먼저 생각

로 냈다. 이 책은 도시농업공원을 활용한

내기만 하던 사람과 친구가 되는 방법, 타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실험과

정 학문에 종사하는 과학자까지, 그들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한 해 전이다.

한다. 또한, 과학사, 한국사, 세계사 등 특

도시 속에서의 자연에 대한 경험 외에도

고난 성격을 꾸미지 않고도 사교성을 발휘

사례들을 통해 흥미롭게 고찰하고 있다.

모두 관찰 노트를 작성한다. 관찰 노트는

철도, 무선전신, 전기 등 기술 발전이 사

수한 분야의 하위개념이 가장 일반적이다.

서울숲, 서울와우북페스티벌, 홍대 클럽데

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또한, 소리가 단순히 들리는 것에 불과하

기록되는 정보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록하

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았고 음악, 미술,

그러나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 등장했

이, 전주 한옥마을 등 사람들과의 교류를

것은‘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이라고 말

다는 편견을 깨고 경제, 범죄, 음악, 건강,

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

문학 등 예술의 전통 개념이 모더니즘으로

다. 바로 빅 히스토리Big history다. 이 책은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벌

한다. 끌리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어떻

과학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하고 놀라운 소

문에 탐사 현장에서 가장 유효한 요소 중

뒤엎어졌다. 저자는 그 당시의 문화예술계

우주의 시작인 빅뱅에서부터 별의 출현,

어진 각각의 현장을 그려낸다. 더불어 미

게 호감을 얻을 것인가. 호감을 어떻게 이

리의 세계로 안내한다.〈소리로 읽는 세

하나다. 관찰 노트의 정확하고 상세한 기

거장들 프란츠 카프카, 라이너 마리아 릴

원소의 출현, 태양계와 지구, 지구의 생명

래의 도시기획자들에게도 경험을 통한 조

어갈 것인가. 어찌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상〉
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

록은 과학적 지식 체계의 핵심이 되며, 뜻

케, 제임스 조이스, 마르셀 프로스트, 파

체, 인류의 집단학습, 농경, 근대혁명에

언을 담아낸다. 한 도시기획자가 말했다.

있는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는 소리공학이라는 학문분야가 탄생하기

밖에 벌어지는 오해나 실수를 밝히기 위해

“나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답게 되었다.”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까지, 2부에서는 소리의 활용과 발전을 고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과학자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민하고, 3부에서는 소리의 미래를 진단하

들이 연구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모습

Big

시간을

블로 피카소 등의 전기, 자서전, 편지, 일

이르기까지 137억 년의 거대한

기, 사진, 그림, 당시 신문과 잡지 등을 통

복잡성이 증가하는 8개의 중요한 전환점저

도시에 자연과 문화를 접목시키면서 발생

해 문화적 성과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

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임계국면’
을 중심으로 하여

하게 된 사람들과의 교류. 그들과 소통하

“사람들의 개성은 저마다 다르다. 사람들

고 대안을 살펴본다. 소리가 만들어낸 수

과 자연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등. 쉽게

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야기를 들려준다.〈빅 히스토리〉
는 인류

면서 변화하게 되는 삶 등. 도시에 사는

의 생각, 행동, 신념, 재능, 지식, 목표,

많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상식을 뒤엎

접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을 뿐

100년 전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생동

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주의 한 부분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고 도시가

가치관 등은 저마다 모두 다르다. 하지만

고, 호기심 가득하게 펼쳐내는 이 책을 통

아니라 관찰 노트를 작성하려는 사람들을

감 넘치는 소설책 같기도 하고, 여러 감독

으로서의 인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생각

주는 의미를 재해석해보며 주변을 둘러볼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정성의 의미는 모든

해 소리로 세상을 읽어보는 즐거움을 누리

위해 참고가 되는 책이다.

이 함께 연출한 옴니버스 영화 같은 느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자신의

기 바란다.

“매일 매일의 기록은 기억을 쉽게 되살리

“종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기획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문제의식이

참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진정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곁

“1월, 히틀러와 스탈린이 쇤브룬 궁전 공

정보를 변화시키는 훨씬 빠른 메커니즘을

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해

성의 법칙’
이다. 진정한 당신이 최선의 당

에 있는 소리는 과학 이상의 것이며 바로

을 포착합니다.”106쪽

원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달이요,

통해 진화한 종, 그 종이 바로 우리입니

결하고 싶은가에 관한 물음을 가져야 합니

신이다.”21쪽

우리의 삶 자체이다.”20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409.8-13-2=2

토마스 만이 커밍아웃할 뻔하고, 프란츠

다. 우리는 지구의 생물권에서 가장 우월

다.”43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325.211-13-248=2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530.25-13-3=2

글. 고정주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카프카가 사랑 때문에 미칠 뻔한 달이다.”

한 학습자입니다.”281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331.47-13-38=2

글. 유지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글. 김희장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7쪽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909-13-42=2

글. 정봉숙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609.205-13-2=2

글. 최혁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을 주는 독특한 문화사 책이다.

고 인생의 아름다운또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순간들

글. 박윤희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유럽 문화사 3
도널드 서순 저 | 920-12-9-1-5

어제까지의 세계
재레드 다이아몬드 저 | 389-13-8=2

마을의 귀환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저 | 331.47-13-31=2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

신의 생각
이고르 보그다노프 저 | 401-13-10=2

과학자처럼 사고하기
린 마굴리스 저 | 401-12-3=2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모더니즘 편
진중권 저 | 609.2-11-6=2

빅 히스토리 신시아 브라운 저 | 909-9-35=2

우리, 마을 만들기
김기호 외 저 | 539.7-12-58=2

이기는 대화 이서정 저 | 189.2-13-31=2

세계명화 속 현대미술 읽기
존 톰슨 저 | 65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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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사 데이비드 크리스천 저 | 909-9-20=2

도시예술산책 박삼철 저 | 600.13-12-18=2

로히트 바르가바 저 | 325.512-13-12=2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샘 혼 저 | 802.54-8-18=2

전력과 미래의 에너지
일본 뉴턴프레스 편 | 563-13-7=2
과학잡학사전
와쿠이 요시유키 외 저 | 502-13-2=2

비글호 항해기 찰스 다윈 저 | 409.8-13-1=2
별빛부터 이슬까지
옌스 죈트겐 저 | 40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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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두근두근 봄날

의 문장들
나를 트이게, 깨닫게, 움직이게 하는 밑줄 하나

하면 된다는 말을 다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안 하면 된다는 말은 아예 없다.
〈내 머리 사용법〉정철, 리더스북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18-9-343

느낌과 직관은‘합리적 사고’
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사고의 원천이자 기반이다.
〈생각의 탄생〉미셸 루트번스타인 외, 에코의 서재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181.53-7-6

갈림길에 이르러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때 당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서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머지않아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버스가 도착할 것이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아잔 브라흐마, 연금술사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224.3-14-4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는 그저‘예스’
나‘노’
로 대답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마법의 순간〉파울로 코엘료, 자음과모음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199.1-13-150

불안을 다스리는 데는 사색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다.
문제를 글로 적거나 대화 속에 늘어놓으면서
우리는 그 문제가 지닌 근본적인 양상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비록 문제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 말하자면 혼란, 배제, 마음의 고통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철학의 위안〉알랭 드 보통, 청미래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101-12-3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둥도 나무도 사랑도 관계 또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도, 사랑〉정현주, 중앙북스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18-13-341

생각에 의존해서 사는 삶보다는 마음에 의존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내게는 구원이었다.
그런 뒤부터는 하는 일마다 잘됐다.
〈마음에서 마음으로〉이외수, 김영사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18-13-404

그림. 백은하 글그림작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다.
말린 꽃잎 위에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꽃그림 작가'라는 별명이 붙었다.
2001년〈한겨울의 꽃도둑전〉전시를 시작으로 자유롭고
상상력 넘치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책으로는〈너에게 花를 내다〉
〈기차를 놓치고 천사를 만났다〉
〈엄마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지?〉
〈막 엄마가 되려는 당신에게〉
를 썼다.

공모. 치유의 문장을〈오늘의 도서관〉편집팀으로 보내주세요. 추천해주신 책 속의 문장은 5월호에서 소개되며, 추천한 문장이 책에 실린 분에게는 음료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2014년 3월 28일까지 보내주실 곳. editor.libra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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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 도서관 건축가의 시선

가깝고도 자유로운,
숲 속의 도서관
건축가 이소진 인터뷰

건축가 이소진을 삼청공원에서 만났다. 정확히 말하자면, 삼청공원 안에
있는 숲속도서관에서 만났다. 숲속도서관은 종로구에 있는 열세 개의 작은
도서관 중 열세 번째로 생긴 도서관이다. 그녀가 설계한 곳이기도 하다.

| 이소진이 설계한‘윤동주문학관’
의〈하늘을 품은 열린 우물〉
.
윤동주의 시〈자화상〉속 우물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열린 우물’
은 구름이 흐르는 우물을 들여다보는 동안
화자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다.

용기만 있다면 누울 수 있는 도서관
숲속도서관은 매점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도서관을 보면서 매점을 추억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 이소진은 숲속도서관이“숲 속의 오막살이 같
은 집”
이 되기를 원했다. 눈에 띄지 않고, 늘 거기 있었던 것 같은 장소로
보이기를 바랐던 것. 커도 안 됐고, 크게 보이는 것도 싫었다. 이렇게 의도
적으로‘힘을 안 준 건축’
이 탄생했다.
도서관에는 특이하게도 반지하 공간이 있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좌식
구조인데, 빈백Beanbag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빈백을 하나씩 끌고 마음대로
널브러지라는 건축가의 소망이 보였다. 이런 공간은 지상에도 있었다. 자
작나무로 만든 큰 창틀인데, 난방을 하여‘작은 방’
이 된 곳이다.“누워도
상관없는 길이에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누울 수 있어요.”
이 도서관의 창은 각별하다. 오랜 시간을 견뎌온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으
므로. 나무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게 숲속도서관을 짓는 일 중 가장 어려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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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 도서관 건축가의 시선

| 숲속도서관이 위치한 곳은 나무가 울창한 숲임에도 불구하고 넓고 높은 창을 통해 늘 은은한 빛이 든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형태의 창틀을 마련하여 자연의 빛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또한 숲속도서관의 매력이다.

ⓒ김재경

|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작고 부담 없는 도서관을 짓고 싶었던 이소진.
서울 삼청공원의 작고 아늑한 숲속도서관 곳곳에 그녀의 상상이 담겨 있다.

추구하지‘않음’
을 추구하는 건축
과제이기도 했다.“숲이 우거져서 그늘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전

이소진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파리에서 공부하고 일했다. 서울에

에 들어오는 낮은 햇살을 제외하고는 직사광선이 없어요. 밝지는 않지만

돌아와 2007년 건축 사무소‘아뜰리에 리옹 서울’
을 설립한다. 10년간

어둡지도 않은 그런 빛이 있어요.”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풍만함

함께 일했던 스승이며 상사였던 이브 리옹Yves Lion의 후원이 있었다. 그녀는

을 줄 것 같은 창들이 거기에 있었다.

스승을 이렇게 말한다.“저한테 건축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 이소진. 1986년‘이과적 예술’
을 하고 싶어서 건축학과에 입
학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 파리에서 머물며 공부하고
일했다. 프랑스 건축사를 취득했다. 렌조 피아노 워크샵에서
일했고, 이브 리옹과 다양한 건축 및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했
다. 2007년 건축 사무소‘아뜰리에 리옹 서울’
을 열어 도시
설계와 건축 설계를 하고 있다. 2012년 젊은 건축가상을 수
상했다.

이런 말일 것이다. 방법보다는 태도를, 열린 해석의 자유로움을 만나게 해

과거의 도서관과 미래의 도서관, 그 사이

주었다고.

“책이 놓여있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과거의 도서

그녀가 프랑스에서 배운 것 중 가장 큰 것은‘책임감’
이다.“건축하는 사

관과 미래의 도서관이 어떻게 달라야 할지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었다. 그

람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부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

렇다. 우리는 책이 아닌 형태로도 온갖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에

지가 속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확실히 배운 것 같아요. 내가 뭘

살고 있으며, 책은 어쩌면 가장 흥미롭지 않은 것에 가깝다고 오해되기도

하나 짓더라도 주변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고 하는 것과 그

하니까. 이 시대에 책이란 무엇일까를 그녀도 고민하고 있었다.

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도서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인내심’
. 오랜 시간을 갖고 이루는 일에 대해 생각하게

도서관이 나와 거리가 먼 곳으로 여겨지면 책과의 거리도 더 멀어질 수밖에

된 것.“추구하는 특정 스타일이나 롤모델은 없어요. 각 프로젝트마다 다

없을 것 같아요. 파리 같은 데도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거든요. 대중에게 어

르게 주어진 여건과 조건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니까요.”단

필하려면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겨야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종로구의 작

단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사용자가 완성시켜 나갈 여지가

은도서관은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있는 건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건축이요.”

인상적인‘과거의 도서관’
에 대해 물었다. 이소진은 연대별로 세 개를 꼽

이소진이 추구하는 건축의 이상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시간이

았다. 16세기의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성 로렌초도서관, 20세기의 한스 샤

지날수록 소중해지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룬이 설계한 베를린국립도서관, 21세기의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파리국
립도서관. 그녀는 미켈란젤로의 이 건축을 두고“장엄하면서도 코믹”
하다
고 했다.“통달해서 그래요.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8

글. 한은형 소설가 사진.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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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연길 어린이 도서관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도서관
지역 주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연길어린이도서관
1982년 설립된 연길어린이도서관은 길림성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이다. 오
랜 세월 어린이들과 함께하며 중국문화부가 실시한 5차례의 도서관 운영 평
가에서 모두 1급 도서관 평가를 받아온 연길어린이도서관은 32만 권의 장
서와 약 10만 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한글 도서는 약 7만 권으
로 중국에서는 한글 도서의 출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간 도서
보다 유아용 그림동화와 명작도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도서관 회원은 약
2만 명이며 취학 전 어린이와 초등생, 중학생, 성인이 2:5:2:1의 비례를
구성하고 있고, 중국 도서와 한글 도서의 이용자 비례는 8:2이다. 1997년
연변 지역 도서관 최초로 도서관전산화를 실시한 연길어린이도서관에서는
아동도서관, 중소학 도서관판.제2판
을 사용한다.
중국 자체분류법인〈*중국도서관분류법〉

도서실은 중국어도서실, 조선어도서실, 그림책도서실, 간행물도서실, 전자
도서실의 5개 도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도서관이 완전 개가식이며 지
역 주민이라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독서를 할 수 있으나 대출을 원할 경우
에는 회원증을 만들어야 한다. 대출은 원칙상 1인 3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원하는 경우 대출증을 여러 개 만들어 원하는 만큼 대출할 수 있도록 돕고

연길어린이도서관의 도서실 중 이용도가 가장 높은 도서실
은 중국어도서실로 다른 도서실 이용량을 모두 합친 것과 비
슷한 이용량을 보이고 있다.

있다.
1년 365일 개관하는 연길어린이도서관은 정부 청사와 대형 회사, 백화점,
학교, 유치원, 은행, 거주지 등이 밀집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다. 접
근성이 높다보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오가다 들러서 독서를 하거나 정보 검

30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길시延吉市의 유일한 정부 소속 도서관으로 지역 내의

색을 하는 등 여가를 보내고 있다.

독서 운동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길어린이도서관. 연길어린

지난 2011년부터 중국 정부는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무료 프로

이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생활 형태에 맞추어 다양한 프

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길어린이도서관은 이보다 5년여 앞선 2006년

로그램을 지원하고,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 속에서 세계

부터 무료 서비스를 시작하여 중국의 전민독서운동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를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사회단체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민족성

소외된 계층의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

을 잃지 않고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서 길림성 최우수문화공유프로젝트팀으

자가 4~5배 가량 늘었다.

로 선정되기도 한 연길어린이도서관으로 함께 떠나보자.

연길어린이도서관은 조선족 이용자들의 독서 수요에 맞추어 더 많은 한글

미성년도서관법
*2013년 11월〈중국도서관분류법〉
출판되었다.

제4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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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제공하고 고국 문화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어린이도

만강 탐방하고 연변 조선족 이민사 알아보기’
,‘도서관 1일 사서 체험’등은

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과 국제 협력 관계를 맺고 도서 및 프로그램 교류를

책과 일상을 엮어 독서의 진미를 맛보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로 꼽힌다. 방

진행하고 있다. 또한,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일

학기간 혹은 도서관선전월, 6·1 어린이절 등에 진행되는‘일일퀴즈’
,‘퍼

본국제어린이도서관, 요코하마중앙도서관 등을 탐방하여 도서관 운영의 국

즐 맞추기’
,‘독자 송년회’
,‘장기자랑’
,‘독서감상회’
,‘어린이 사서’
,‘중국

제화와 휴먼화에 노력을 더하고 있다.

전통 프로그램-보름날 수수께기’등의 프로그램 또한 어린이들의 높은 참
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나의 뿌리,
그리고 세계어린이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

책과 지혜, 전통을 나누는 지역 주민의 문화 공유소

연길어린이도서관의 근처에는 학교와 유치원이 세 곳이나 있어 늘 어린이들

연길어린이도서관은 연길에서 유일한 정부소속 도서관으로 가장 큰 규모를

로 북적인다. 도서관 사서들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찾고, 독서를 사

자랑한다. 연길 지역 내의 독서 운동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

문화공유공정프로젝트의 연길 지역의 업무담당도서관으로서 현재까지 96개

인 프로그램은‘국제 교류 프로그램’
. 1991년 10월, (주)에스콰이어재단의

의 도서실을 농촌, 동사무소, 군부대, 학교에 설치하고 운영 지도하고 있다.

이인표 회장의 도서관 설립 추진 사업에 연길어린이도서관이 해외 1호 도서

또 정부의 문화공유공정프로젝트팀으로서 도서실마다 2만 권의 도서와 1만

관으로 선정되어‘연길인표어린이도서관’
이 설립되었다. 그때부터 인표어린

권의 디지털자료를 비치하고 전문 사서를 양성하여 운영 방식을 지도하고

이도서관 본부와 함께‘중한어린이그림전’
,‘동아시아어린이그림전’
,‘인표

있다.

어린이도서관 본부와 함께하는 어린이 백일장’
,‘한국도서관 독자들과 편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명절이나 농한기에 농

,‘연길어린이도서관

촌을 찾아 영화를 상영하거나 안전 지식, 건강 상식 등의 자료를 공유하고,

일본 방문
등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독자 일본문화탐방’

군부대를 찾아 군인들의 적성에 맞는 도서 추천과 독서회를 진행한다. 특히

개최 당시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의 시야를 넓

동사무소는 학생들을 상대로 방학마다 낭송대회, 골든벨 울리기, 장기자랑

히고 책을 통해 세계를 만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더없이 유익한 프로그램들

등의 규모가 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활발한 전민독서운동의 중심에서 해마

이다.

다 길림성에서 평가하는 최우수문화공유프로젝트팀으로 선정되는 데 큰 역

사회단체의‘조선족 문화전통 이어가기’후원 프로그램 역시 활발하다. 조선

할을 했다.

족 어린이들은 연변작가협회와 연변시조협회에 소속된 이름 높은 조선족 작

연길어린이도서관은 이제 연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가들에게 글짓기를 배울 수 있고, 중국조선족시조협회를 통해 시조창법을
배워 한.중 합동 시조 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연길시문화예술협회에

공유 장소가 되었다. 연길어린이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문

나누기’
,‘연길어린이도서관 독자 한국문화탐방’

서 마련한 클레이공예 강좌와 연변조선족쉼터문화원의 닥종이공예 강좌에
방학마다 참여하여 우리만의 민족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또 많은 경험을 쌓
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사회단체의 배려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이들
은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도 배워가고 있다.
지역·시설 탐방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박물관 탐방
하고 내 고향 알아보기’
,‘식물원 탐방하고 동북의 지역 식물 알아보기’
‘
,두
32

연길어린이도서관에서는 조선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신
의 뿌리를 배우고 국제 사회를 향한 시야를 넓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연길어린이도서관 cafe.naver.com/yjse

한국 방문

독서와 연계된 지역 활동은 어린이들의 사고 발달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를 전파하고 조선족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소
중한 공간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글. 이옥화 연길어린이도서관 독자서비스부장 및 해외업무담당 고급사서
중국 동북사범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졸업. 책 읽는 것이 좋아 문헌정보학을 공부했고, 독서와 시민독서
운동을 함께 하는 지금의 일이 무척이나 즐겁다. 큰 땅에서 급속히 넓게 펼쳐지는 중국의 국민독서운
동과 함께 도서관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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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를 위한‘新교육, 신바람’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 현장이 새로워진다. 지난해 78개의 실
무중심 사서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국립중앙도서관은 교육 수료자 1만 907
명의 평가와 사서교육개선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토대로 14개 과정이 신
설된 총 80개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한 2014년 사서교육
훈련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사서교육과정을
{ 2014년 직급/직무별
}
자세히 살펴보면
총 6과정으로 이루어진 관리역량과정은
195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6회 진행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때와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환경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

신설)

이버·모바일러닝과정을 개발하게 되어 자기 주도적 학습

중견관리자 도서관리더(중간관리자과정) / 예비관리자과정
신임 및 후임 도서관리더(팀원,

신설) / 신임사서기본

총 23과정으로 이루어진 직무역량과정은
1,010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24회 진행합니다.

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홈
페이지edu.nl.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과정에서

최고관리자 도서관마케팅(신설)

중견관리자 도서관자료보존및복

됩니다. 홈페이지에는 올해 교육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

새로워진 점을 소개해주세요.

원(신설) / 메타데이터활용 / 도서관과저작권 / 분류목록최신동향 /
도서관이용자관리 / 주제전문사서심화(경제 . 경영) / 독서지도심화 /

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사

올해의 새로운 변화는 기존의 교육과정이 사서의 직급과 직무별로 체계화하

장서개발A / 독서치료심화 / 장서개발B / 독서토론코칭 신임 및

서교육문화과02-590-0554로 문의하면 됩니다.

였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을 보면‘도서관CEO’
,‘예비관리자’
처럼 직급별

후임 도서관문화프로그램/도서관성인및노인서비스(신설)/도서관스

기준에 맞는 과정 설계,‘도서관 자료보존 및 복원’
,‘사서를 위한 프레젠테
이션’
처럼 직무에 맞춰 특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지난해에 비해 14개의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총 80개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정은 무엇인가요?
사서들의 독서토론을 위한 교육과정‘사서를 위한 인문학강독’
과 사서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과정‘사서 한마당’
이 가장 인기가 좋을 것으로

마트서비스 / 도서관자료서평쓰기 1·2기 / 도서관통계활용기법(신
설) / 디지털도서관운영 / 사서를위한정보활용교육 / 어린이·청소
년독서프로그램설계(신설) / 주제전문사서기초(문학, 신설) / 주제전
문사서기초(심리학, 신설) / 주제전문사서준비

‘사서교육훈련전문기관’
국립중앙도서관의 앞으로 계획을 공개해주세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교육훈련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성

총 11과정으로 구성된 직무공통과정은
445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12회 진행합니다.

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도서

도서관공간구성A / 도서관공간구성B / 도서관글로벌리더 / 도서관

관 인력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

법령실무(신설) / 도서관의사결정 / 도서관의이해(비사서직과정) / 도

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품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현안

서관행정 / 도서관홍보A / 도서관홍보B / 독서지도전문사서과정(주
1회) / 사서를위한프리젠테이션 1기(신설)·2기

총 7과정의 브랜드과정은
250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7회 진행합니다.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기법을
활용하여 업무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PC

예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로서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도서

사서를위한고전문학강독(신설) / 사서한마당(신설) / 통합서지용

관 글로벌리더’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교육과정입니다.

통합서지용KORMARC형식(비도서) / DDC자료분류 / KDC자료

러닝과정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국

분류

방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찾

기타 5과정을 700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12회 진행합니다.

아가는 사서교육’
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

새내기 사서에게 추천할만한 교육과정도 있을까요?
신임사서라면 직무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가치관과 예절에 대한 조언도 필

KORMARC형식(도서A) / 통합서지용KORMARC형식(도서B) /

작은도서관담당자: 작은도서관운영과정 1·2·3기 / 학교도서관담당

를 기반한 사이버러닝과정과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모바일

정입니다. 도서관의 원동력은‘사람’
이기 때문에 변화하

요하지 않을까요? 사서의 역할에서 자세까지 다루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습

자: 학교도서관운영과정 1·2·3·4·5기 / 전문도서관담당자: 전문

는 도서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니다. 바로‘신임사서기본’교육과정입니다. 도서관에 첫 발을 뗀 사서들을

도서관운영기초 / 병영도서관담당자: 병영도서관운영 1·2기 / 교도

도서관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위한‘입문’
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4

확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용방법을 알려주세요.

최고관리자 도서관리더(최고경영자과정) / 도서관CEO과정(2차시,
(중간관리자 과정 수료자, 신설)

글. 박경숙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 사서사무관

교육 환경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소도서관담당자: 교도소도서관운영

리더는‘사서’
이기 때문이지요.
35

누리는 도서관 사서의 기록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서 차이를 보였다 .
그들이 정의하는
역사란...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훈련계획

그렇다면 우리가 하
그들이 말하는 역사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고
반박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꼭 반
박을 하고 의견의 대립
을 불러 올 필요는 없
으며 그들에게 .. .

총 80개의 과정으로 운영될 2014년 사서교육훈련과정은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직무별·직급별로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과정이 언제 진행되는지 미리 점검해 두자.
월

도서관이용자관리

관종
각종 도서관

대상
중견관리자

교육
일정
3.4~3.7

교육
일수
4

교육
인원
50

전문

신임사서기본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3.10~3.28

15

30

기본

DDC자료분류

각종 도서관

공통

3.18~3.21

4

30

전문

교육과정명

통합서지용

4월

5월

메타데이터활용

관종
각종 도서관

대상
중견관리자

교육
일정
7.2~7.4

교육
일수
3

교육
인원
40

전문

디지털도서관운영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7.1~7.4

4

40

전문

도서관스마트서비스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7.8

1

70

전문

사서를위한정보활용교육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7.9~7.11

3

45

전문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구분

3.26~3.28

3

40

전문

도서관통계활용기법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7.14~7.15

2

50

전문

전문도서관운영기초

전문도서관

신임 및 후임

3.24~3.25

2

30

기타

주제전문사서심화(경제/경영)

각종 도서관

중견관리자

7.16~7.18

3

45

전문

KDC자료분류

각종 도서관

공통

3.31~4.4

5

50

전문

어린이·청소년독서프로그램설계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7.28~7.30

3

45

전문

작은도서관운영(인천미추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담당자

3.26~3.27

2

60

기타

(사이버)독서지도심화

각종 도서관

공통

7.2~7.15

1

300

전문

작은도서관운영(서울정독도서관)2기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담당자

3.26~3.27

2

60

기타

(사이버)KDC6판자료분류 2기

각종 도서관

공통

7.2~7.15

1

300

전문

작은도서관운영(광주무등도서관)3기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담당자

4.7~4.8

2

60

기타

(사이버)도서관문화행사

각종 도서관

공통

7.2~7.29

2

300

전문

도서관자료서평쓰기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4.9~4.11

3

40

전문

(사이버)어린이서비스의기초

각종 도서관

공통

7.2~7.29

2

300

전문

사서를위한인문학강독(3반)

각종 도서관

공통

4.7, 14, 21, 28

4

30

전문

(사이버)자료보존

각종 도서관

공통

7.2~7.29

2

300

전문

도서관홍보(B)

대학·전문도서관

공통

4.14~4.18

5

50

전문

학교도서관운영(대구교육청)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담당자

7.10~7.11

2

70

기타

7월

분류목록최신동향

각종 도서관

중견관리자

4.21~4.22

2

40

전문

학교도서관운영(세종교육청) 2기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담당자

7.28~7.29

2

70

기타

독서지도심화

각종 도서관

중견관리자

4.22~4.25

4

50

전문

학교도서관운영(전북교육청) 3기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담당자

7.28~7.29

2

70

기타

사서를위한프리젠테이션

각종 도서관

공통

4.28~5.1

4

30

전문

학교도서관운영(경기교육청) 4기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담당자

8.7~8.8

2

70

기타

(사이버)도서관공간구성

각종 도서관

공통

4.1~4.28

2

300

전문

학교도서관운영(경남교육청) 5기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담당자

8.12~8.13

2

60

기타
전문

8월

(사이버)독서지도기초

각종 도서관

공통

4.1~4.28

2

300

전문

도서관마케팅

각종 도서관

최고관리자

9.1~9.3

3

30

(사이버)어린이독서교실운영

각종 도서관

공통

4.1~4.22

2

300

전문

예비관리자과정-도서관리더(중간관리자)과정 수료자-

각종 도서관

중견관리자

9.15~9.19

5

40

전문

(사이버)어린이책서평

각종 도서관

공통

4.1~4.28

2

200

전문

사서한마당(워크숍)

각종 도서관

공통

9.18~9.19

2

40

전문

(사이버)어린이책에대한 이해

각종 도서관

공통

4.1~4.28

2

300

전문

도서관성인및노인서비스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9.22~9.24

3

40

전문

도서관의이해

각종 도서관(비사서직)

공통

5.1~5.2

2

40

전문

독서치료심화

각종 도서관

중견관리자

9.23~9.26

4

30

전문

주제전문사서기초(심리학)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5.7~5.9

3

45

전문

통합서지용KORMARC형식(비도서)

각종 도서관

공통

9.24~9.26

3

30

전문

장서개발(B)

대학·전문도서관

중견관리자

5.13~5.16

4

40

전문

(사이버)도서관이용자관리

각종 도서관

공통

9.2~9.29

2

300

전문

독서토론코칭

각종 도서관

중견관리자

5.21~5.23

3

30

전문

(사이버)어린이책서평 2기

각종 도서관

공통

9.2~9.29

2

300

전문

9월

도서관공간구성(A)

국립·공공도서관

공통

5.20~5.23

4

45

전문

(사이버)공공도서관과청소년서비스

각종 도서관

공통

9.16~9.29

1

300

전문

도서관리더(최고경영자과정)

각종 도서관

최고관리자

5.27~5.30

4

30

전문

(사이버)도서관과저작권(개정)

각종 도서관

공통

9.16~9.29

1

300

전문

독서지도사서과정(주1회)

사서직

공통

10

30

전문

5.12,5.19,5.26
6.2,6.9,6.16,6.23

도서관CEO과정(2차시)

각종 도서관

최고관리자

10.1~10.2

2

20

전문

도서관과저작권

각종 도서관

중견관리자

10.1~10.2

2

40

전문

(사이버)도서관장서관리(개정)

각종 도서관

공통

5.7~5.20

1

300

전문

도서관자료서평쓰기 2기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10.6~10.8

3

40

전문

(사이버)신임사서실무

각종 도서관

공통

5.7~6.3

2

300

전문

주제전문사서기초(문학)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10.14~10.17

4

30

전문

(사이버)어린이독서상담

각종 도서관

공통

5.7~6.3

2

300

전문

사서를위한프리젠테이션 2기

각종 도서관

공통

10.13~10.16

4

30

전문

(사이버)책함께읽기

각종 도서관

공통

5.7~6.3

2

300

전문

도서관공간구성(B)

대학·전문도서관

공통

10.21~10.24

4

45

전문

도서관행정

각종 도서관

공통

6.2~6.3

2

40

전문

교도소도서관운영

교도소도서관

교도소도서관담당자

10.21~10.24

4

70

기타

도서관문화프로그램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6.10~6.13

4

45

전문

(사이버)전문도서관기초

각종 도서관

공통

10.2~10.17

1

300

전문

도서관법령실무

각종 도서관

공통

6.12~6.13

2

30

전문

(사이버)독서토론코칭

각종 도서관

공통

10.2~10.22

1

300

전문

(사이버)학교도서관운영

각종 도서관

공통

10.2~10.29

2

300

전문

(사이버)도서관장애인서비스

각종 도서관

공통

10.2~10.29

2

300

전문

병영도서관

병영도서관담당자

10월

1

40

기타
전문

KORMARC형식(도서)(B)
도서관리더(중간관리자)

36

월

공통

통합서지용

6월

구분

국립·공공도서관

KORMARC형식(도서)(A)
3월

교육대상

10월

대학·전문도서관

공통

6.16~6.19

4

30

전문

각종 도서관

중견관리자

6.16~6.20

5

40

전문

병영도서관운영 2기

도서관글로벌리더

각종 도서관

공통

6.22~6.30

9

20

전문

주제전문사서준비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11.3~11.7

5

35

도서관자료보존및복원

각종 도서관

중견관리자

6.25~6.27

3

40

전문

도서관홍보(A)

국립·공공도서관

공통

11.10~11.14

5

45

전문

(사이버)독서치료기초

각종 도서관

공통

6.4~6.18

1

300

전문

도서관의사결정

각종 도서관

공통

11.12~11.14

3

40

전문

(사이버)KDC6판자료분류

각종 도서관

공통

6.4~6.18

1

300

전문

(사이버)학교도서관협력수업

각종 도서관

공통

6.4~6.18

1

300

전문

장서개발(A)

국립·공공도서관

중견관리자

11.18~11.21

4

50

전문

도서관리더(팀원)

각종 도서관

신임 및 후임

11.24~11.28

5

35

전문

(사이버)주제전문사서기초

각종 도서관

공통

6.4~7.1

2

300

(사이버)도서관경영전략

각종 도서관

공통

6.4~7.1

2

200

전문

(사이버)작은도서관운영

각종 도서관

공통

11.3~12.1

2

300

전문

전문

(사이버)아동문학의이해

각종 도서관

공통

11.3~12.1

2

300

병영도서관운영

병영도서관

병영도서관담당자

6월

1

40

전문

기타

(사이버)어린이와의커뮤니케이션

각종 도서관

공통

11.3~12.1

2

300

전문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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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놀다

공원도서관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 위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퍼블릭 스토리’
가 한창입니다.

프로젝트의 하나로 설치된‘공원도서관’
에는
예술가들의 기록이 담긴 손때 묻은 책이
주민들의 첫 경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술이란 것, 남의 일만 같았는데
공원도서관을 기웃거리는 동안
모두는 공공예술의 참여자가 됩니다.

| 안양예술공원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퍼블릭 스토리

38

ⓒ 홍철기

39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도서관 소식 디브러리블로그 베스트

저개발국 아이들에게
도서관과 함께 희망을 전한 사나이
존 우드
자선사업체‘룸투리드’
를 설립하여 저개발국가에 학교와 도서관을 세우며
아이들에게 책과 희망을 전하는 존 우드

‘디브러리블로그dibrary1004.blog.me’
는 디지털 세상과 도서관, 사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지요. 우리나라가 눈부신 성장을

모여앉아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용 한계를 넘어버린

을 만나게 됩니다. 존의 사업계획에 만족한 DRF의
재단DRF ’

서들이 권하는 책, 문화샐러드 모모 등 다양한 소식을 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교육’
이라 해도 과

교실, 전교생 500여 명의 학교에 책 없는 도서관. 그가 본

대표 빌 드레퍼는 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존의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블로그이다. 그 속에서 더 많은 사

언이 아닐 것입니다.

것은 네팔의 교육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학

끈질긴 열정과 집념이 결국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람과 나누고 싶은 좋은 이야기를 소개하는‘디브러리블로

교육은 한 나라를 바로 세울 만큼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교 교장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버

많은 자선단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자금조성’

그 베스트’
. 지금부터 소개할 소식은 세계 오지에 3,000

깨닫고, 곧바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렸습니다.“우드 씨, 책을 가지고 다시 와주세요.”

이라고 합니다. 자선 세계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자본’

오지에 3,000개의 도서관과 100만 권의 희망을 전한‘존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두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기부하는 사람이 없다면 학교와 도서관을 지을 수

우드’
입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촉망 받는 중국지사

삶은 만족스러웠고,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없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약속할 수도 없지요. 자선

’
를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자

단체들은 후원자들을 모으고, 후원을 호소하고, 거절에 의

설립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

신을 믿어주는 상사에게도 큰 실망을 주는 결정이었지요.

기소침하지 않을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존 우드는

세계 오지에 도서관 짓는 남자

이들을 위해 학교와 도서관을 세우게 됩니다.

평범한 삶에 대단한 도전을 하려면 단호한 결심이 필요했

말합니다.

존 우드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지요. 자신이 누리던

습니다.

방송을 통해 온몸에 파리가 붙은 아이, 에이즈로 고통스러

먹고, 입고, 자는 것. 살아감에 있어 두말할 필요 없이 중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도서관과 학교를 짓는 일에 모든 것

그러던 중 중국에서의 중요한 인터뷰에 실패한 그는 퇴사

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

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이 만족된다 해도 현실

을 쏟아 부었던 존 우드. 그를 흔들어 깨운 가치를 지금부

를 결심하게 됩니다. 자신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은 네팔과

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후원금 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

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꿈과 희

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곳 어린이들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법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존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들의 가

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 12월,‘북스 포 네팔Books for Nepal ’

난을 이용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John wood

개의 도서관과 100만 권의 희망을 전한 존 우드

의

이야기다.

Room to Read

임원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위하여‘룸투리드

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40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겠지요.

아프고 가난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를 등록하고 자선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해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개발국 아이들에게도 꿈과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우리에게는 참 많은 고난과

꿈을 키워 갈 기회를 주는 것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크게 생각하는 것’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바라보면 울컥

시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전쟁

존 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이사였습니다. 누구나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선단체는 몇몇 지역에 학교와 도

하기도 하고 덩달아 미소 짓게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을 지나면서 땅은 황폐해지고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못 먹

꿈꾸는 직장에서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으며 살아가고 있었

서관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존 우드는 수백, 수천 곳

든 아이들의 미소는 아름답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

고 못 입는 보릿고개의 세월을 지내면서 우리나라는 여러

지요. 하지만 휴가 차 떠났던 네팔의 트레킹에서 그는 자

에 도서관이 지어지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방

는 모습보다는 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존의 마음

나라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각 지역에 학교

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으로 뛰며 후원금을 모았고, 계속되는 실패와 쓴소리 속에

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가 지어졌고 과거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에게도 점차

바로 산중에 위치한 학교의 한 교실에 약 70명의 학생이

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존은‘드래퍼 리처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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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식 디브러리블로그 베스트

‘미래에는 모든 아이들이 읽고 쓸 줄 알고 남자와 여자아이들이 함께 학교에 다닐 것이다.’
라는 문구를 들고 있는 존 우드.
그는 룸투리드 사업에 집중하느라 이사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운전면허증도 갱신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찾아주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808.8-9-1

직원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계에는 1억 명이 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을 걱정합니다. 하

네팔에서 시작한 사업은 점차 확장되어 많은 전쟁으로 황

신기하게도 목표를 정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 나라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려왔

지만 생각만 하는 것과 실천에 옮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폐해진 베트남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 전화가 걸려왔고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지만 그게 행복인 줄 알지 못하죠. 우리가 불평불만을 내뱉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직접 실천에 옮긴 존 우드. 그는

학교 건립 공사가 한창인 한 마을을 찾았을 때, 남성뿐 아

룸투리드는 스리랑카에 22개의 학교를 건립할 수 있었습니

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에 그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라 여성들도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본 존은 그들을 위해 더

다. 학교의 재건립은 고통으로 가득했던 마을에 웃음을 되

행복한 삶입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싹 틔우고 꽃피울

많은 후원금을 조성하겠노라 다짐하게 됩니다. 그녀들은

찾아 주었습니다. 학교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학교에서 아

그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아이들의‘어머니’
이고, 자녀들에

이들은 희망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릴 수 있겠지

게 더 나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그녀들의 희생에 크게 감

요. 모험을 주저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동했기 때문입니다.

두 팔 걷고 뛰어드는 룸투리드와 존이 존경스럽습니다.

Room to Read

다. 그때부터‘북 포 네팔’
은‘룸투리드

’
라는 새로

룸투리드가 꿈꾸는 모두의 일상 모두의 내일

운 이름으로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룸투리드는 학교와 도서관을 짓는 사업 이외에도 출판과

여러 나라에 룸투리드의 지사들이 세워지고 자금도 어느

읽고 쓰기 교육,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

정도 모였습니다. 순조롭게 세계 곳곳에 학교와 도서관을

니다. 세계의 비문해 인구는 약 8억 5,000명이고 그중 3

세우던 중 2004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커다란 사건

분의 2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룸투리드가 여

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동남아시아를 강타한‘쓰나미’
입

성의 교육에 특히 관심을 쏟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니다. 스리랑카에서만 200개의 학교가 쓰나미에 휩쓸렸

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의 비문해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

고, 인도네시아, 타이 등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스리

을 미칠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미래에 아이들의 교육을 담

랑카로의 진출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채 급하게 진행되

당할 어머니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지만 룸투리드의

우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Room To Read www.roomtoread.org | info@roomtoread.org | Voice +1-415-839-4400

쓰나미에 휩쓸려 간 웃음마저 되찾아 준 룸투리드

그리고 베트남에서 그는 앞으로 함께 일할‘에린’
을 만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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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에는 자칫 우리가 잊고 살기 쉬운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학교이고 도서관이지요. 존
지금 세계에는 63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드가 세운 룸투리드 재단은 지난 10년간, 1,500여 개

만일 그것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하면 어떻게

의 학교와 1만 4,000여 개의 도서관을 건립하고 700만

될까요?

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 중략 -

마을에 사는 사람들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
니다.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입니다.
- 중략 -

마을 사람 중 1명은 대학교육을 받았고 2명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은 글도 읽지 못합니다.
- 이케다 가요코〈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중에서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은 우리가 얼
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줍
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 하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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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LIBRARY에서 온 소식
도서관이 스마트해지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공공도서관은
디지털 장서 규모와 소셜 미디어를 적극 이용하며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선정되었고,
미국의 학교도서관 사서들은 학교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와

한편, 사서의 72%가 자신을 기술 선도자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

생각한다고 응답했지만, 응답자의 44%만이

업은 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과연 어

그러한 기술이 구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

떤 직업이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다. 또한 학교에서 종종 사용이 금지된 유튜

미국의 구직 사이트 커리어캐스트 CareerCast가

브와 같은 채널들을 이용하는 어려움과 행정

200개의 직업을 환경, 성장 가능성, 마감

적 장애물로 인한 불만을 토로했다.

일, 생명위협 요소 등 11개 항목으로 평가한

콜로라도주립도서관 도서관연구서비스 www.lrs.org

결과 사서는 8번째로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직업으로 밝혀졌다.

디지털교과서 부문의 교육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은 직업 1,

왜 도서관에 방화하는가?

2, 3위는 청능사 Audiologist, 헤어디자이너, 보

프랑스의 도서관 방화에 대한 주장

석상 순이었으며,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직

1996~2013년 사이 프랑스에서는 총 70

업은 군인, 소방관, 항공기 조종사 순이었다.

개의 도서관이 방화 피해를 입었다. 파리3대

커리어캐스트 www.careercast.com

학 누벨 소르본의 사회학 교수인 드니 멜르
클랑 Denis Merklen은 5년간의 연구 끝에 그 원

현상은〈파리 교외 폭동〉문제와 완전히 분리

밴쿠버공공도서관
세계 최고의 도서관으로 선정

할 수 없고, 도서관이 대립 공간에 있기 때문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의

에 정치적 기관으로 주목 받는다는 것이 그

핵심 서비스 연구 보고서

의 주장이다.

캐나다 밴쿠버공공도서관이 세계 최고의 도

그는“모르고 지나간 현상을 보여주고자 하

서관으로 선정됐다. 독일의 하인리히 하이테

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도서관 방

뒤셀도르프 대학교Heinrich-Heine-University Dusseldorf

화범들이 몰상식하며, 허무주의적인 이유에

에서 수행한‘ 지식사회의 공공도서관: 정보

서 이런 행동을 저지른다는 고정관념을 버리

사회에서 도서관의 핵심 서비스’연구 보고

인을 파악한 결과를 내놓았다. 도서관 방화

미국인의 76%
사서의 도움 중요해
공공도서관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미국인들은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어떤

‘2013년 학교도서관 기술 설문조사 2013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까? 미국의 설문조

한편, 응답자의 55%는 공공도서관이 새로

School Library Technology Survey

’결과를 발표했다.

게 하기 위함”
이라고 자신의 연구 목적을 밝

서는 밴쿠버공공도서관이 몬트리올공공도서

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6세 이상의 미국인

운 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잘 하지 못하고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시간, 예산,

히면서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도서관이 표적

관과 함께 최고의 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밝

들을 대상으로‘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공공

있다고 밝혔다.

도서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주제의 설

퓨리서치센터

인터넷 정책 및 제한 등에 직면한 문제에도

이 되었을 때 해당 지역 의원, 사서, 기자가

혔다. 그 뒤를 이어 미국 시카고와 샌프란시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디지털교과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

스코, 중국 상하이, 캐나다 토론토의 공공도

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서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학

했다. 자신은 특성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서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95%는 공공도서관이 글

생들에게 가르치고 교사들을 지도하고 있다

분쟁에 대한 타당성 있는 묘사와 분석을 제

이번 연구의 기준은 건물의 구조에서부터 이

libraries.pewinternet.org

학교도서관 사서들은
기술의 선도자

고 응답했다.

시할 뿐 해결을 위한 마법의 레시피가 있는

용자가 다양한 위치에서 빌린 자료를 얼마나

생각했고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응답자 대부분 학교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쉽게 반납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자료에 자

콜로라도주립도서관 사서 및

공하고 있었으며, 학교도서관 사서의 약

빌뢰르반 도서관학 및 정보공학 고등국립학교 ENSSIB

요소와 디지털 장서의 규모, 소셜 미디어의

www.enssib.fr

사용 등 디지털 요소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교육을 촉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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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5% 증가한 수치이다.

유로운 접근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

미디어 전문가 대상 조사

다고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의 61% 이상이

미국 콜로라도주립도서관 도서관연구서비스

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에 따라 밴쿠버공공도서관은 모든 부문

공공도서관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거의

Library Research Service, LRS

는 미국 유치원에서부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 애플리케이션

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절반인 48%가 지난해 도서관이나 이동도서

터 공립·사립 중·고등학교의 도서관에서 근

은 학습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서비스 에드모

69%가 학습을 도와주는 무료 소셜 애플리

Edmodo

사서, 스트레스 적은 직업
랭킹 8위에 올라

관을 방문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 대상

무하는 사서와 미디어 전문가 750명을 대상

도

자의 30%가 최근 공공도서관의 웹사이트를

으로 기술통합, 전문능력 개발, 소셜 미디어

터레스트Pinterest, 독서광을 위한 소셜네트워

200개의 직업 대상 조사 결과 발표

방문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 2012년

등‘기술 주제 Technology Topic’
에 대해 조사한

크사이트 굿리즈Goodreads였다.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직업은 없을 것이다.

,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핀

하인리히 하이테 뒤셀도르프 대학교
www.phil-fak.uni-duesseldorf.de

캐나다 밴쿠버공공도서관 www.vp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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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서관이 해외의
일본 연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진 건물 아래 지어졌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

방법을 논의하고자 국가 부처 및 지방자치단

어린이 독서를 위해 발벗다

또한 생산 시기, 저작물의 형태, 출판 여부에

전면 유리로 건축되어 빛이 잘 드는 도서관

며 점차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

체, 도서관이 함께 힘을 합쳤다”
고 전했다.

스페인 유일의 어린이 신문‘엘간쵸’

상관 없이 모든 종류의 그림 자료에 적용될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심포지엄 개최

건물은 성인을 위한 소파와 낮은 의자, 아동

획이다.

한편, 2013년 2월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정

6~12세 어린이를 위한 스페인 유일의 어린

수 있다. 특히, 자료의 취약성, 희귀성, 가치

을 위한 쿠션의자와 미니 소파 등의 가구 배

Noticias terra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이‘일본 도서관은 해외

noticias.terra.com.co

Electronic Information for

보 이용을 지원하는 EIFL

이 신문‘엘간쵸

의 공공도서관 혁신 프로그램EIFL-PLIP이

El Gancho

’
가 어린이들의 독서

지속성, 미적·도상학적 특징으로 인한 특수

의 일본 연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

치로 이용자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알록달록

Libraries

장려로 주목받고 있다. 본래 엘간쵸는‘고

한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가?’
를 주제로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

한 색을 사용해 공간을 더욱 재미있게 구성

협력해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마케도니아 공

리’
라는 뜻으로 이 신문을 통해 어린이와 독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DCRM(G)는

반까지 도쿄 본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와세다대학교 교육.종합 과

했다.

상상력 넘치는 장난감도서관

공도서관 협회 설립이 제기된 바 있다.

서를 연결한다는 목표를 가지며 현재 스페인

1982년 발행되어‘Betz’또는‘The Yellow

1층에는 소설, 추리소설, SF, 그래픽 노블,

광저우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개관

안달루시아 지역의 300여 개 학교에서 이를

Book’
으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베츠 파커

학 학술원 와다 가쓰히코 교수의 기조강연에

만화를 읽을 수 있는 거실과 유아를 위한 공

광저우도서관 신관이 2014년을 맞아 관내에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간쵸는

Elisabeth Betz Parker

이어 일본자료전문가유럽협회EAJRS 윌리 반데

간이 있으며, 아동, 성인의 구분 없이 이용할

장난감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했다. 장난감도

지난 2007년 2월 발간을 시작해 현재까지

Rules for Describing Original Items

와라 회장직무대리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정원이 보이는 신문

서관에는 약 400여 점의 장난감이 마련되어

축구공처럼 생긴 도서관?

격주로 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삽화와 색으

and Historical Collections’
의 뒤를 잇는

서관 사서이자 북미 일본연구자료 조정협의

자료-연속간행물실과 DVD 열람실 등이 마

있으며, 3세에서 8세의 아동들에게 개방된

호주 도서관유산센터 건립

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이 신문을 즐겨 읽

것으로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도서관이

개발도상국 도서관 지원 비영리조직

www.eifl.net

의‘Graphic Materials:

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맥베이 야마다 구

련됐다. 2층은 문헌정보실, 열람실, 멀티미

다. 또한 대부분의 직원이 놀이 전문가, 아동

호주 멜버른 서남쪽 항구도시인 질롱시에 전

으면서 교사들은 이를 수업도구로 활용하기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출판되

니코 씨 등 해외 일본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초

디어 워크숍 장소 등이 마련되어 더욱 학구

교육 석사 학위 소지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

통적인 도서관의 개념에서 변화한 돔 형태의

시작했고, 자연스러운 읽기 활동을 통해 아

지 않은 자료와 장서 그룹의 목록에 필요한

청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에는 국립
중앙도서관 디지털정보이용과 기획 . 운영 담

적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 도서관 관계자는“아이들의 상상력과 문

도서관이 건립 중이다.

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물론

조언이 하나의 부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한편, 자클린 드 로미이 도서관은 전시회, 콘

Library and Heritage Centre, LHC

제 해결 능력, 교류, 협동 등 다양한 방법을

도서관유산센터

학교도서관과도 더 가까워진 발판이 된 것으

이해하기 힘든 축약어 대신 일반적인 용어를

로 전해진다.

주로 사용했다.

엘간초 어린이 신문 www.elgancho.es

DCRM(G)는 도서관 환경뿐 아니라 아카이

는

당 조혜린 사서가 참여했다.

퍼런스, 작은 음악회, 독서클럽, 비디오게임

통해 아이들의 지능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대지면적 5,000m2에 9층 건물이다. 건축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행사, 시네클럽 등 도서관과 이용자를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광저우도

예산은 총 4,500만 달러가 소요됐다. 어린

해외에서 일본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이어주는 다양한 만남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관은 2012년 12월 28일 신관을 개방한

이들을 위한 공간과 유산 리포지토리, 열람

브, 박물관, 기업 및 개인 소장자료의 기술에

도서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외에서 진

지역 예술가와 단체에도 공간을 제공할 예정

이래 약 433만 명의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

실, 청소년 공간, 학습 공간과 커피숍, 전시

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되고 있는 일본 연구를 더욱 적극적이고 구

이다.

용했다.

공간, 행사 공간, 학습프로그램 및 미팅을 위

파리시청 공공도서관 www.paris.fr/bibliotheques

광저우도서관 www.gzlib.gov.cn

한 지역사회공간도 제공될 예정이다.

미국의회도서관, 그림 자료에 관한
목록지침 업데이트

DCRM(G)는 현재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

체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된다.

도서관유산세터 관계자는“인쇄자료와 최신

그림, 포스터, 건축도면 등

DCRM(G) rbms.info/dcrm/dcrmg

일본국립국회도서관 www.ndl.go.jp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모든 유형의 정지 화상 대상
미국의회도서관 Library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공간

마케도니아,
새로운 공공도서관 협회 설립

것”
이라고 설명하며,“특이한 도서관 건축 디
자인으로 연간 도서관 방문자가 백만에 달할

및 연구도서관협회ACRL가 그림 자료의 기술記

콜롬비아 부카라망가 주의 가브리엘 투르바

공공도서관 발전과 도서관 서비스 장려

것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述을 위한 목록지침을 새로 업데이트했다.

마케도니아에서 공공도서관 협회‘INNOVA

멜버른 질롱시 www.geelongaustralia.com.au/glhc

새로운 목록지침인‘Descriptive Cata

‘당신의 눈을 빌려주세요’
‘자클린 드 로미이’도서관 개관

Biblioteca Pu blica Municipal Gabriel

파리 18구, 폭트 드 몽마르트

이 시립도서관

거리의 도서관

Turbay de Bucaramanga

에는 시민들이 시각장애인

이전보다 두 배 증가한 면적으로 파리 18구
Jacqueline de Romilly

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특별한 공간‘당
Pre
‵stame tus ojos

공공도서관 자클린 드 로미이

신의 눈을 빌려주세요

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문헌학자이자 여성

이 곳은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한 최첨단의

’
가 있다.

‵ge de
으로서는 처음으로 콜레쥬 드 프랑스Colle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녹음된 디지털 도서

France

180점과 점자도서 350권이 갖춰져 있다.

을 딴 이 도서관은 총 2층, 1,000㎡의 면적
으로 폭트 드 몽마르트 거리의 새롭게 지어

의 교수가 된 자클린 드 로미이의 이름

of Congress, LC

할 수 있다.

과 대학

LIB’
이 설립됐다. 마케도니아에는 32개의

-loging of Rare Materials Graphics, 이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현재‘INNOVA LIB’

DCRM(G)

에는 15개 공공도서관이 가입한 것으로 나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 엽서, 만화, 광고,

타났다.

건축도면 등 모든 유형의 정지 화상 Still image

’
은 사진과 그림, 디지털 그림, 도서

마케도니아 공공도서관 협회 관계자는

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메

“INNOVA LIB은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혁신

타데이터 요소인 제목, 저자, 날짜, 발행자,

1998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장려한다”
며“공공도

사진 매체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지역 주민과 대

서관이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출처 월드라이브러리
wl.nl.go.kr
더 많은 세계도서관 소식은 매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웹진〈월드라이브러리〉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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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도서관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미래를 준비하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 강화와 국가 지식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역량 강화,
온라인 지식정보 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관한 중기2014~2018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어제와 오늘의 지식을 담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내일로 향하고 있다.

이터 79만 건을 개방하고, 디지털.모바일 기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발달장

도서관 및 웹 데이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기를 통한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장서의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며, 모바일

애인을 위한 책이 전무했다.
이번에 제작.보급하는‘발달장애인용 쉬운 책

원문이용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제작지침’
은 도서 선정 시 고려사항과 읽기

창조적 지식문화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쉬운 책 제작 과정이 담긴‘도서선정 및 제작

도서관으로 자리매김

지침’
, 어휘사용과 글쓰기, 정보 제공, 삽화

매일같이 새로운 웹 사이트가 생겨나고 SNS
를 통해 엄청난 정보가 오가는 온라인.모바

등의‘내용 개발 지침’
, 글자 크기와 글꼴을

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
식정보자원을 빠짐없이 수집 . 보존하고 제공

등의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임무는 더욱 강조되
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 모바일

비롯한 디자인 전반이 담긴‘형태 개발 지침’

‘발달장애인용 쉬운 책 제작지침’
과 견본도
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nlid.nl.go.kr 정

도서관 현장발전 우수사례 공모

보마당 메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환경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전국 사서를 대상으로

써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허브로 굳건히 자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매김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
까지 전국의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제8
회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을개

모두와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최한다. 공모내용은 도서관 현장에 적용할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수 있는 운영 개선사례 및 참신한 아이디어
은 설 명절을

로서‘정보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정보서비

맞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도

스 확대 방안’
,‘SNS를 통한 도서관 자료제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임원선, 사진 오른쪽

정부 정책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정보 서비스 강화

| 1월 22일 인사동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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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및 검색 기능 강화 방안’
,‘국민 독서 진

란도란지적장애인 생활 시설’
을 방문했다.

국립중앙도서관, 2014~2018 발전계획 발표
라 관련 자료에는 납본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선별적으로만 수집하던 것을 망라적 수집을

개방 . 공유 . 활용과 재활용을 위한

흥을 위한 도서관 기능과 역할 제고 방안’
등

국가 서지 오픈

이다.

‘LOD NLK’오픈 및 LODAC 2014 개최

올해로 8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 도서

공무원이 정책 수립.집행 등에 필요한 정책정
보를 쉽게 획득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월 24일 국립중앙도서관

관 사서들의 현장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도

국가 지식문화유산 보존.복원 역량 강화를

내 국제회의장에서‘Linked Open Data

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업무 개선사

정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또한 국가 .공

위한‘자료보존연구센터’설치

Annual Conference 2014

례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보급을 통해

공기관, 민간 연구기관의 정책 . 연구정보를

를 개최했다.

국내 도서관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데

공동 활용하기 위한‘정책정보협력망’
을 운영

장서의 증가와 매체의 다양화 추세에 발맞춰
인쇄자료 보존 . 복원처리 역량을 확충하고,

한다. 협력망은 참여기관 소장자료 공동목록

LODAC 2014는 국립중앙도서관 2011~2013년
이 연구.개발한 LOD 플랫폼 및 응용서비스

의미가 있다.

시청각.전자매체의 접근.재생 가능성 보장을

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

이하 LODAC 2014

구축, 국책연구기관 등의 소장자료 수탁보관

위한 매체변환 처리 역량도 확대한다.

창조적 지식문화강국을 선도하는

및 공동이용, 상호대차 서비스 등의 사업을

국가대표도서관

추진한다.

현재의‘도서관연구소’
를 확대 개편한‘자료
보존연구센터’
는 소장 자료의 보존.복원뿐만

18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책 만들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창조적 지식문화강

국가 지식정보자원 수집 강화를 통한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는 엄정한 심사를

정식 오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으로 최우수상

픈과 공공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기

1편상금 150만 원, 우수상 2편각 100만 원, 국립중앙

위한 도구로 LOD를 소개하는 자리로 이용자

도서관장상으로 장려상 5편각 50만 원이 각각 선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용 쉬운 책
제작지침 및 견본 도서 개발. 보급

들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공유하고 활

정된다.

lod.nl.go.kr

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도서관’
이라는 비전

장서 확충

아니라 국내 다른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
료의 보존 . 복원을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보존

용할 수 있게 하며 문서 중심의 웹에서 데이

당선된 우수사례는 자료집〈도서관 현장발전

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 과제를 담은‘국

지식정보자원 수집 제도 정비 및 수집 활동

차원에서 지원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발달장애인용 쉬운 책 제

터 중심의 웹으로 현재의 웹을 한 단계 진화

우수사례 2014〉
를 발간하여 도서관 선진화

립중앙도서관 2014~2018’
을 발표하였다.
.
.
디지털 온라인 자료의 수집 보존을 위한 인

강화를 통해 장서를 ’
18년 1,142만 권까지
.
확충하고웹 문서 SNS 등 온라인으로 유통

디지털 매체의 확산 및 모바일화 등 환경

한 형태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의

변화에 대응한 서비스 혁신

작지침’
을 비롯한 견본 도서를 국내 최초로
.
개발 보급한다.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되는 지식정보의 수집 강화를 위해 웹 정보자

도서관 자료 서지데이터를 웹에서도 활용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를 지닌 지적.자폐성 장

도서관의 정보자원을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여 개인.기업.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프라의 확충과 디지털.모바일 환경에서 지식
정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

원 수집시스템OASIS 의 수집용량을 확충한다.

수 있도록‘링크드 오픈 데이터LOD’
로 변환하

애를 포함하여 발달장애인은 현재 전체 장애

공공기관 등을 통한 도서관 데이터의 활용성

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당선작 발표회 및 시

는 서비스 고도화에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이제까지 국외에서 발간되는 우리나

여 ’
15년까지 서지데이터 800만 건, 전거데

인의 7.3%에 달하는 18만 3,000명이 등록

을 높이고 다양한 웹 자원과 자유롭게 연계,

상식은 5월 말 개최된다.

최종 당선자는 5월 16일 국립중앙도서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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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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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식 국내 도서관

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서관

술지DBPIA 원문은 도서관과 외부 PC, 모바일

이용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바란다”
고 말했다.

도서관, 지역 사회의 중심에 서다

국립중앙도서관

생활 밀착형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서울 영등포구 도서관의‘은빛생각교실’
과

경남 창녕군 영산도서관의‘문화가 있는 날’
의 소식이 반갑다.

WORLD LIBRARY에서 온 소식

기사 출처_ 뉴시스www.newsis.com

성남지역 첫‘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개관

청주시, 도서관 정보·문화 사업에
24억 원 투자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 열람 가능

시민의 다양한 욕구 수용

경기 성남지역에서 첫 주민개방형 학교도서

충북 청주시는 올해 24억 2,300만 원을 들

관이 안말초등학교에 개관했다. 성남시는

여 6개 권역 별 시립도서관에서 다양한 정

롭게 하는 도서관을 만들겠다”
고 했다.

선택에서부터 사육시설 모델, 사양관리법,

2014년 1월 15일 자

질병관리 등 초보 양계인들을 위한 내용으로

‘1인당 장서 수 100권 이상’
서울 대학도서관 6곳뿐

구성돼 있다. 또 성공한 양계농가 사례 내용
과 실제 농가의 양계업 경영이나 성공 비결

서울대 165.4권 1위,

도 포함돼 있다. 농진청은 다른 양계 책자와

한글초급기초반·입문반으로 구성

총예산 比 투자 1위 서울시립대‘3.6%’

는 달리 이번 책에는 귀농을 선택한 뒤 양계

서울 영등포구는 만 18세 이상 중졸 미만의

서울의 주요대학교 40곳 중 학생 1명당 장

시작과 진행과정 등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기초능력 향상을 지원

서 수가 100권 이상인 학교는 6곳에 불과한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책자는

하고자‘은빛생각교실’
을 운영한다.‘은빛생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5일 투명사회를 위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 lib.rda.go.kr에서 e-

각교실’
은 한글초급기초반과 한글초급입문반

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Book으로 볼 수 있으며, 귀농농가 희망 신

등 2개 반으로 구성돼 있다.‘한글초급입문

2013년 대학장서 수 등을 분석한 결과 학생

청자에게는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농진청

반’
은 한글 기초부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1명당 장서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대로

국립축산과학원 최희철 가금과장은“소규모

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문해능력까지 학습하

165.4권이었다. 다음은 장로회신학대

양계인들이 처음 닭을 기르는데 이 책자가

는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매주 월·목요일

133.7권, 한국성서대 114.3권, 한영신학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오전 9시 반부터 3시간 진행된다.
‘한글초급

대 110.1권, 서강대 107.6권, 감리교신학

기초반’
은 초등학생 1~2학년 수준의 문자해

대 101.7권 순이었다. 학생 1명당 장서 수

득교육이 진행된다. 매주 화·수요일 오전 9

가 가장 적은 학교는 한국체육대로 39.1권

시 반부터 3시간 수업이다. 두 반 모두 올해

에 그쳤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1월 14일 자

연말까지 진행되며, 구 평생학습센터가 위치

“이와 같은 통계들을 통해 대학이 도서관에

다독가족상
오민지 어린이 관악구최우수상

한 문래정보문화도서관 5층에서 운영된다.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는지 엿볼 수

엄마, 아빠까지 두 달간 321권 읽어

수강 신청은 교육지원과 02-2670-4173로 하면

있다.”
며“대학도서관은 학습권과 알 권리가

서울 관악구는 최근 책을 가장 많이 대출한

되며, 수강생은 연중 모집한다.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독서를 장려하고 정보

다독가족상에 오민지 어린이를 최우수상으로

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할 것”
이

선정했다고 1월 13일 밝혔다. 다독가족상은

라고 지적했다.

독서통장을 발급받아 도서 대출과 구립도서

2014년 1월 15일 자

2014년 1월 22일 자

2014년 1월 15일 자

창녕군 영산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운영

귀촌인을 위한 소규모 닭 기르기’책자는 닭

관 독서프로그램 행사 참여 시 스탬프 도장

천안시 국회도서관과 협약,
시민 정보제공

상하는 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소장 정보를 쉽고 빠르게

두 달간 진행됐다. 다독가족상 최우수상을

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족에게 시

1월 28일‘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사업’첫

보·문화 사업을 추진한다. 93개 작은도서관

번째 대상인 분당구 이매동 안말초등학교

운영 활성화에도 1억 8,000만 원을 들여

도서관‘가온누리’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

주 단위 순회 사서 지원, 도서 구입비 지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최신 영화 상영

충남 천안시민들도 석·박사 학위논문 등의

수상한 오민지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는 약 두 달

에 들어갔다. 가온누리 도서관은 주민에게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 신간 도서 특별

경남 창녕군 영산도서관이 매월 마지막 주

지식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천안

간 107권을 읽었으며 엄마, 아빠의 대출권

개방돼 평일은 오후 1시~8시, 토요일은 오

대출제 운영, 우수도서관 선정 등 다양한 사

수요일을‘문화가 있는 날’
로 정해 1월 29

시는 중앙도서관과 쌍용도서관 등 5개 도서

수까지 합치면 321권이 된다. 가족 한 명

전 9시~오후 5시, 방학 기간은 오전 9시~

업을 추진한다. 청주·청원 통합을 맞아 도서

일부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도서관 2층

관이 국회도서관과 석·박사 학위논문과 국

당 매일 한 권 이상은 꼭 책을 읽었고 도서관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276㎡ 규모에 1만

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농촌 지역 등에

다목적실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최신 영화

내 학술지, 국가지식자료를 원문으로 받기

에 방문해 읽은 책을 합치면 500여 권이 넘

9,166권의 도서를 갖추고 있으며 36좌석의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데도 5,000만 원을 지

를 무료 상영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시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는다. 도서대출, 상호대차서비스는 가까운

모둠학습실, 12좌석의 열람공간, 휴게 공간,

원하고, 4억 원을 들여 전자책·사이버교

설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국민이 문화가 있

대상자료는 국회도서관 소장 81만 여종을

도서관관악문화관도서관 02-887-6890으로 문의하거나

좌식 공간 등 시설을 갖췄다. 지역주민 누구

육·오디오책 등 디지털 자료를 확충한다.

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논문 7,816종,

관악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lib.gwanak.go.kr를

나 자유 열람, 무료 도서 대출 등을 할 수 있

임성용 청주시립도서관장은“통합 청주시민

일 주요 문화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 야간

1,600여 종의 국내 학술지와 140편 이상

고 동화구연, 저자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프

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정책으로

의 국가지식자료 등이다. 국회도서관과 국립

농진청, 귀농·귀촌인을 위한
닭 기르기 책자 발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014년 1월 28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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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자 평생의 동반자로 시민의 마음을 풍요

자를 발간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귀농·
2014년 1월 15일 자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은빛생각교실’운영

이제 도서관은 책을 읽고, 대출하는 곳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학습에 도움을 주는

양계인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닭 기르기 책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정보, 능동적이고 적

군은 영산도서관을 참여하게 됐다. 도서관

중앙도서관의 원문자료는 도서관을 방문해

농업과학도서관 e-Book에서 볼 수 있어

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며“지혜의 샘

관계자는“이번 문화가 있는 날 시행으로 군

정해진 PC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국내 학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증가하는 귀농·귀촌

참고하면 된다.
2014년 1월 13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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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식 국내 도서관

別別 도서관 ❷ 스펜서 퍼블릭 라이브러리

익산시, 책 읽는 문화도시 도약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위해 지난해 제1회 대회에 이어 올해 두 번

도서관 등 거점 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형

째로 개최된 것이다.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

작은 도서관과 사설 도서관을 연계해 도서관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해 마라톤 1m를 책 1페이지로 환산하여 설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옛 청사 공용주차장 부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선포하고 범시민 독

정해 완주하는 독서 마라톤은 일반 마라톤처

지에 사업비 총 48억 원을 들여 총면적

서캠페인을 전개한 지 3년 차로 접어든 전북

럼 풀코스와 하프코스, 단축코스로 나뉜다.

2,030㎡ 규모로 구민도서관을 신축할 계획

익산시는 올해‘크고, 넓고, 길게’
라는 비전

풀코스에 참가한 장병들은 마라톤

이다.

아래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으로 한 걸음 더

42.195km에 해당하는 4만 2,195페이지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황등

의 책을 1년 이내에 읽어야 완주를 인정받는

면에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다. 하프코스는 21km를 나타내는 2만

지상 2층

로 황등도서관을 총면적 495㎡

의 규모

1,000페이지를 8개월 이내에 단축코스는

로 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으

10km를 나타내는 1만 페이지를 6개월 이

2014년 1월 13일 자

제주 한라도서관 대출
50만 권 돌파

로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내에 읽으면 완주하게 된다. 각 코스의 완주

하루 평균 1,893권,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거점도서관모현, 영등, 부송,

자 전원에게는 완주인증서와 함께 휴가와 문

이용자 41만 8,009명

마동

과 함께 황등도서관이 건립되면 소외지역

화상품권이 제공되고 연말 심사를 거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지난해 도서관

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된 독서기록장 우수작성자는 교육사령관상도

이용자와 대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내 공

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시립도서관 내에

받게 된다.

있는 문화교실을 밤 10시까지 개방한다.

공도서관에서는 최초로 50만 권을 돌파했다
2014년 1월 13일 자

고 밝혔다. 지난해 도서대출은 모두 55만

2월‘2014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1,486권으로 하루 평균 1,893권이 대출됐

도서 선포식을 시작으로 4월에는 독서릴레이

고 이용자는 41만 8,009명으로 하루 평균

가, 5월에는 익산둘레길 독서 마라톤이 시행

1,23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

되며, 7월에는 도서관에서 1박 2일 청소년

출실적은 지난해 43만 37권에 비해 28%가

독서캠프를 실시하여 도서관에서의 색다른

증가한 것이다. 도서별 대출 실적은 일반도서

경험을 통해 책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18만 3,099권, 어린이도서 31만 5,144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외국도서 5만 3,234권으로 나타났다.

미국 아이오와주 스펜서시 도서관에 우연히 찾아온 고양이 한마리.
도서관 사서 비키 바이런은

한라도서관은 매년 3억 원 상당의 도서구입

2014년 1월 13일 자

비로 도민 희망도서와 외국도서, 제주문헌 등

광주 남구 옛 청사부지에
문화교육특구 지원센터 건립

다양한 분야 도서를 수시로 구입해 17만

문화교육 앱 개발·도서관 건립 등 추진

반 도서 7만 4,283권, 어린이 도서 5만

광주 남구가 옛 청사봉선동 부지에 문화교육특

1,598권, 외국 도서 2만 4,153권, 제주문

구 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문화교육특

헌 1만 9,794권을 비치하고 있다.

구 지원센터’
를 건립한다. 1월 13일 남구에

고양이에게‘Dewey Readmore Books’
라는 귀여운 이름을 붙여주고
보살피기로 합니다.

143권을 비치하고 있다. 자료실 별로는 일

도서관을 찾아 듀이의 이름을 부르던 마을 사람들은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책을 얼마나 읽고 있지?’
하고요.
듀이를 만나러 왔던 이들은 하나 둘 손에 책을 들었고,

2014년 1월 13일 자

사람들로 북적이게 된 도서관은

따르면 구는 문화교육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나아가 마을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는

문화교육특구 지원센터건립과 문화교육전용

52

공군교육사
제2회 독서 마라톤 대회

앱 개발, 각 지역에 도서관 건립, 토·일요

풀코스 4만 2,195페이지 읽어야 완주

추진한다. 남구청 옛 부지에 건립되는 문화

공군교육사령부가 갑오년 새해의 시작과 함

교육특구 지원센터는 오는 6월 착공해

께‘제2회 독서 마라톤 대회’
를 시작했다.

2015년 6월 준공된다. 아울러 주민들이 책

독서 마라톤 대회는 병영 내 독서문화 정착

을 접할 수 있도록‘10분마다 동네도서관’

과 장병들의 정서함양, 문화적 소양 증진을

사업도 추진된다. 푸른길 도서관과 문화정보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지요.

일‘SS스쿨 강화’등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누구도 시작하지 않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도서관의 기적,
따뜻한 체온을 가진 작은 고양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pencer Public Library

www.spencerlibrary.com

|

Dewey readmore books

www.deweyreadmoreboo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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