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낮잠
나는 오늘 결혼 한다.
지겹도록 들은 노총각 소리를 이제 듣지 않아도 된다.
수많은 인파들이 나의 결혼을 축하 한다.
어디서 이런 미인을 얻었냐고 미스 코리아 급이라고 정말 아름답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냉정하게 뿌리치고는 비행기를 탄다.
무리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와이행이다.
빡빡한 일정과 오랜 비행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
“알로하 오에!“ 큼지막한 가슴과 엉덩이를 바람결을 지휘하듯
흔들며 구리 빛 피부의 여인이 나에게로 온다.
그리고 플루메리아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준다.
낮잠
Acrylic on canvas / 73x60.6cm / 2011

허니문 여행의 옵션이라지만 황홀하다.
와이키키. 말로만 듣던 백사장과 시퍼런 해변이 끝이 보이지 않고 펼쳐있다.
코앞에는 영화에서 본 듯한 미모의 백인 여인이 혼자 모래위에
얇은 담요를 깔고 비키니 차림으로 엎드려 책을 보고 있다.
불현듯 나는 동쪽 끝의 ‘다이아몬드 헤드’에서 아래를 본다.
와이키키 해변, 호놀룰루 시가지가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들어온다.
산호초들이 에머럴드색 바다 물속에서 강력한 태양빛에 보석처럼 반짝인다.
제트기를 타고 마우이 섬으로 왔다. 폴리네시안 민속 공연에 눈이 돌아간다.
세계 최고의 휴화산 ‘할레아칼라’의 분화구에서 달 표면이 연상되는
우주적 풍경을 보며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신비한 색들의 바위들이 우뚝 솟아있다.
발아래의 구름을 뚫고 태양이 솟아오른다. 일출이다. 지금이 이른 아침?
오래전부터 미스 코리아를 닮은 신부가 보이지 않는다.
새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까치다.
입가에 액체의 흐름이 느껴진다. 있는 힘껏 입술을 훔친다.

꿈이다.

글·그림 최석운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회화전공
가람화랑, 샘터화랑, 아라리오화랑, 인사아트센터, 부산공간화랑 등에서 30회 개인전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 COEX
아시아 톱갤러리 호텔 아트페어, 뉴오타니호텔, 동경
베이징 아트페어, 멜버른 아트페어, LA 아트페어 등 국내외 단체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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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 간행 150주년 특별전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간행 150주년을 기념하여 6월 14일(화)부터 7월 8일(금)까지
디지털도서관 지하3층 전시실에서 ‘김정호의 꿈, 대동여지도의
탄생’이란 특별전을 개최한다.
6월 24일에는 소설 ‘고산자’의 작가 박범신 교수(명지대학교),
미술사학자 이태호 교수(명지대학교), 고지도 전문가 오상학
교수(제주대학교)를 초청하여 김정호와 『대동여지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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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는

김정호(金正浩, 추정: 1804-1866)는 목판본 22첩의 『대동여지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대동여지도』로만

그의 평생에 걸친 업적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1834년에 모두 연결하면

알려져 있지만

남북 약 7m에 이르는 초대형의 첫 번째 『청구도(靑邱圖)』 2책을 제작하였고, 1849년까지 세

그의 평생에
걸친 업적은
일반적으로

번에 걸쳐 형식이 다른 개정판 『청구도』를 낸다. 이어 1850년대에는 필사본 14첩의 『대동여지
도』, 필사본 18첩의 『대동여지도』, 필사본 23첩의 『동여도(東輿圖)』를 제작한다. 1861년에는
드디어 가장 유명한 목판본 22첩의 『대동여지도』를 간행하며, 1864년에는 일부 틀린 부분을
교정하여 개정판을 낸다. 이외에도 보급용의 낱장 목판본의 「지구전후도(地球前後圖)」(세계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도)·「수선전도(首善全圖)」(서울지도)·「여지전도(輿地全圖)」(세계지도)·「대동여지전도(大
東輿地全圖)」(조선전도)를 간행하였다.
김정호는 국토 정보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 지도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국지리지의 편
찬에도 매진한다. 1834년 이전부터 조선 최고의 전국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
地勝覽)』을 기초로 하면서 수많은 교정과 첨가를 가한 『동여편고(東輿便攷)』 2책을, 1840년대
에는 『동여도지(東輿圖志)』 20책, 1850년대에는 형식이 다른 『동여도지』 3책과 『여도비지(輿
圖備志)』 20책을 편찬한다. 1860년대에는 목판본의 『대동여지도』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
동지지(大東地志)』 15책을 편찬하다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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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크고 자세하며 정확하다고 본 목판본 『대동여지도』에만 열광하지만, 김정호의

김정호의

진정한 꿈은 국토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진정한 꿈은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비교·검토하여 이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국토 정보를

정보를 수록한 지도의 제작과 지리지의 편찬에 매진한다. 또한 이미 자신이 제작한 지도와 지리

효율적으로

지라 할지라도 이용과 정확성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그 결과 『청구
도』 2책을 제작하고 나서도 3번의 개정판을, 『대동여지도』 역시 3번의 개정판을 내며, 지리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역시 체제와 형식을 달리하여 다섯 번이나 편찬한다.
특히 『청구도』 2책은 삼각측량과 경위도 측정에 의한 근대 지도의 정확성이란 측면만 제
외하면 찾아보기지도(索引圖), 축척의 표시, 기호 범례의 사용, 주요 통계 정보의 수록 등 근·

대중화시키는
것이었다.

현대의 대중 지도책에서 나타난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지도의 이용·교정·
모사 등 지도와 관련된 전 부분에 걸쳐 설명한 「청구도범례(靑邱圖凡例)」까지 수록했는데, 이
는 근·현대의 지도책에도 나오지 않는 독창적인 창안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위대한 지리학자 김정
호의 업적을 다각도로 알리기 위해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전시에만 머물지 않는다. 『청구도』
를 비롯하여 그가 제작한 지도와 지리지뿐만 아니라 그가 참고했던 지도와 지리지, 그리고 그의
업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연구서와 소설 등을 종합적으로 전시하였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에만 소장된 김정호의 친필 유일본인 필사본 18첩의 『대동여지도』와 『여지편고』 1책, 『여도비
지』 15책을 직접 보며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의
「도성도」, 「수선전도」, 「대동여지전도」를 직접 찍어보는 체험코너도 마련했으며, 김정호와 『대
동여지도』 관련 영상도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하였다.
글. 이기봉 도서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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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개요

6월 13일(월)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디지털도서관
지하3층 전시실 앞 로비에서 우진영 관장과 도서관 직원,

전시명
김정호의 꿈, 대동여지도의 탄생

지리학계와 고지도 연구자 및 박물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한 특별전 개막식이 개최되었다.

전시 자료
대동여지도 등 59종 371점

이번 전시와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김정호가 단지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에만 머물지 않고 21세기 세계화시대 대한민국을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지하3층 전시실

이끌어갈 창조적 인간의 역사 모델로서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간
6월14일(화) ~ 7월8일(금) ※ 매주 월요일 휴무
시간
9시30분 ~ 17시30분

전시 구성
및 내용

첫 번째 마당

두 번째 마당

김정호와 그를 기억한 사람들

지도와 지리지 속에서 조선을 꿈꾸다

전시의 시작 부분으로 김정호의 평생 업적

김정호가 연구한 조선의 지도와 지리지의

을 연표 형식으로 소개하고 그를 기억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해할 수

로 남긴 최한기(1803~1877)·이규경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김정호가 새로운 지

(1788~1856)·최성환(1813~1891)·

도와 지리지를 제작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신헌(1810~1888)·유재건(1793~188

참고하여 비교·검토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

0)의 삶과 그들이 남긴 김정호의 이야기를

록 하였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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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연표

1804년경

_ 출생

1834년 이전

_ 츠쿠바대학 『동여도(東輿圖)』 17첩이나 『조

1846년-1849년

선도(朝鮮圖)』 26책 계통 편찬

1834년

1834년-1845년

_ 『청구도』 2책 3차 개정판 편찬

추정

_ 『동여편고(東輿便攷)』2책 편찬 시작

_ 『청구도』 2책 2차 개정판 편찬

_ 목판본 『여지전도(輿地全圖)』 제작
1850년-1856년

_ 대영도서관 소장 『동여도지』 3책 편찬

_ 『청구도(靑邱圖)』 2책 편찬

_ 『여도비지(輿圖備志)』 20책 편찬

_ 『지구전후도(地球前後圖)』 판각

_ 필사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4첩 편찬

_ 『동여편고』 2책 편찬 완료

_ 필사본 『대동여지도』 18첩 편찬

_ 『동여도지(東輿圖志)』 20책 편찬 시작 완료

1857년-1859년

_ 『동여도』 23첩 편찬

_ 목판본 『수선전도(首善全圖)』 간행

1861년

_ 목판본 『대동여지도』 22첩 간행

_ 세계지도인 『오대주도(五大洲圖)』·『주도(四
大洲圖)』 제작

_ 『동여도지』 20책 완성

추정

_ 『청구도』 2책 1차 개정판 편찬

_ 『대동지지(大東地志)』15책 편찬 시작
1864년

_ 목판본 『대동여지도』 22첩 개정판 간행

1865년-1866년경

_ 목판본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 간행
_ 『대동지지』 15책 중 일부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

세 번째 마당

네 번째 마당

다섯 번째 마당

근대 지도의 모든 것을 담아내다

국토정보 대중화의 꿈을 이루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그리다

삼각측량이나 경위도 측정을 기초로 제작된

김정호의 평생 꿈인 국토정보의 대중화가

일제강점기에 김정호의 전국답사설과 백두

근대 지도의 정확성보다 상대적으로 덜 정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제작과 『대동지지』

산등정설 및 판목소각설, 옥사설 등의 잘못

확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근·현대 대중 지

의 편찬을 통해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된 전설이 나오게 된 배경과 문제점을 이해

도책의 모든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청구도』

『대동지지』의 미완성을 통해 죽을 때까지 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1세기 무한경쟁의

의 제작 과정과 독창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위대한 지리

세계화시대에 더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하였다.

학자 김정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의 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역사 모델로서 김
정호의 잠재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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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이집트에
한국을
알리다
2011년 5월 24일(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국립도서관ㆍ문서관(관장 무함마드
사비르 아랍/Dr. Mohamed Saber Arab)’ 5층에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 를 개실
하였다. 개실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여위숙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과 함께 민주화 과정에 있
는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었다.

5월 23일 아침 6시 경 카이로에 도착하여 공항 밖으로 나오니 긴 비행시간의 피
곤함을 달래주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터번을 쓰고 지나가는 무리의 남자들, 히잡을 쓴
여자들을 보며 이집트에 온 실감이 났다.
5월 23일 오후에 무함마드 사비르 아랍(Dr. Mohamed Saber Arab) 이집트국
립도서관ㆍ문서관 총관장과 면담을 하고, 한국자료실 설치 상황을 보기 위해 이집트
이집트국립도서관 한국자료실

국립도서관ㆍ문서관을 방문하였다. 이집트국립도서관ㆍ문서관은 다음날 있을 행사

(Window on Korea) 설치 개요

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복도와 자료실을 청소하고 한국자료실 서가 자료 배열을 정리

소재지

하며 세미나실과 전시실을 점검하는 등 행사 이동경로마다 곳곳에서 준비가 한창 이

이집트 국립도서관ㆍ문서관

었다.

(수도 카이로 소재)

이집트국립도서관ㆍ문서관 총관장과 대외협력팀장(Howayda Kamel)은 우
규 모
5층 Humanitarian Section 내

리의 디지털도서관과 자료의 디지털화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이 교류하고

약 40㎡ 내외
총 3,847책(점)(한국 관련 도서,

IT분야(자료 스캔 방법, RFID 등)와 관련하여 협력하고 싶다고 하였다. 한국자료실

DVD, 음악CD 등) 자료 지원
책장, 컴퓨터, 컴퓨터 책상 등
설비 지원

설치희망기관 수요조사 시 이집트국립도서관장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이집트가 배
워야 한다며 한국자료실 전용 설치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여위숙 자료관리부장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양국 국립도서관 간 많은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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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 개실행사는 이마드 아부 가
지(Dr. Emad Abu Ghazi) 이집트 문화부 장관, 윤종곤 주이집트 대사, 이
집트국립도서관ㆍ문서관 총관장 등 주재국 문화계 인사 및 언론인, 특파원,
교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자료실 입구 앞 테이프 커팅을 시작
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자료실 개실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현지 언론인
들이 참석하여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집트국립도서관ㆍ문
서관에서는 한국자료실 개실행사와 함께 한국 젊은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한국현대미술전이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전시 작
품은 김현주 화가가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작업한 18점으로 이루어졌다. 한
국자료실 및 현대미술전 개막식에 이어 이집트국립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국

해외 주요 도서관 한국자료실
(Window on Korea) 설치 사업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
에게 다양한 주제의 한국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기 위해 2007년에는 해외홍보원 주관

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이집트국립도서관ㆍ문서관 총관장, 이집트 문

으로, 2008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주

화부장관, 주이집트 대사가 한국자료실 개실 기념 축사를 하였다.

베트남ㆍ태국ㆍ러시아ㆍ몽골ㆍ인도네

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집트국립도서관 한국자료실은 아랍·아프리카권에서는 처음으로

시아 국립도서관 등 현재까지 모두 열

개설되는 것으로, 고대문명의 발상지이며 도서 분야의 오랜 역사를 가지

국립도서관에 열세 번째로 “Window

고 있는 이집트에 한국자료실이 설치된 것은 양국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

on Korea”를 개실하게 되었다.

두 곳에 설치하였으며, 이번에 이집트

2006년 8월 국립도서관 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이어 이집트국립도서관 내
한국자료실을 개실함에 따라 양국관계를 더욱 우호적으로 유지, 발전시키
고 이집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좀 더 가깝게 여겨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앞으로 2015년까지 매년 200여 책 이
상의 자료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집트국립도서관에는 한국자료실
자료정리 및 한국의 자료 분류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한국국
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지원된 남궁봄 사서가 근무하고 있어 앞으로
체계적인 한국자료실의 사후 관리 및 운영도 가능할 것이다.
얼마 전 파리에서 한국가수들이 K-pop 공연을 성공적으로 하여 유럽
에서 한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
한국 가수, K-po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
고 있다고 한다. 이집트의 경우에도 몇년 전 다섯 권의 한국도서가 이집트
국립번역원에서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2005년 아인샴스대학교에 한국어과
가 개설되었으며, 4월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젊은 여류화가의 현대미술
전이 개최되는 등 예전부터 양국 간 서로 알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다.
특히, 요즘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문화가 이집트 국민들에게 더욱 활발
히 소개되고 있다고 한다. 국영TV를 통해 방영된 한국드라마가 인기를 끌
고 세개의 한국 관련 방송 채널(코리아 TY, 아리랑 TV, KBS world)이 있
으며, 한국어능력시험도 시행되는 등 한국어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이집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집트국립
도서관ㆍ문서관의 한국자료실이 한국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잘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글. 한혜선 국가서지정보센터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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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학기행

글.

사람이
사는
제2회 작가와 함께 하는 장애인 독서 문학기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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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제2회 작가와 함께 하는 장애인 독서문학기행’
의 장소는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만해마을과 백담사였다. 서울 실로암 점자도
서관에서 출발해 3시간을 넘게 달려서 도착한 만해마을. 예전에도 그랬지만 만
해마을은 여전히 숭고했다. 숭고함의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만해
마을이, 승려이자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을 기
리는 곳이기 때문이리라.
단 한 번만 보고도 속내를 다 드러내는 사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두고 만나도 조심스러운 이가 있다. 전자로 인해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
복할 때도 있지만, 후자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
리라고 다짐한다. 내 느낌으로는 한용운과 그의 시가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고백하자면 오늘 독서문학기행을 함께 떠나는 시각장애인들이 내게는
한용운의 삶과 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용운은 한국근대문학사에 기념비적인 시집 『님의 침묵』을 1925년 8월
29일 백담사에서 탈고하고, 그 이듬해 1926년 회동서관에서 출간했다. 문학사
가 놓친 중요한 사실은 시인이 불과 몇 개월 만에 88편의 시를 썼다는 것이다.

단 한 번만 보고도
속내를 다 드러내는

이 엄청난 열정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시집의 제목인

사이가 되는

‘님의 침묵’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님은 떠나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는 역설적 주제는 일제 강점기 나라와 민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그

평생을 두고 만나도

만의 철학이었다.

조심스러운 이가 있다.

그런데 종종 승려인 그가 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썼을까, 라고 독자
들은 궁금해 하기도 한다. 해답은 시집 안에 있다. 시집의 자서에 해당하는 『군
말』에서 한용운은 “나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
이 그리워서 이 시를 쓴다”고 창작동기를 밝혀놓고 있다. 때와 장소를 막론하

전자로 인해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후자로 인해

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 만해마을
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한용운의 시와 삶을 이해하는 가장 중
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나는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런데, 누군가 혹은 무엇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고 진실하게

인가를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일이 나보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훨씬 가슴 사무

삶을 살아가리라고

치는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으니, 참 부끄러운 일이다.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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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만해마을에 도착해 해설사의 인솔에 따라 먼저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그곳에는 한용운의 삶과 문학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천천히 이동하면서 해설사의 말을 말 그대로 ‘귀담아’들었다. 그 모습은 아름
다웠다. 다른 감각을 포기하고 귀로만 들을 때의 표정이 그러했으리라. 그들은
한용운의 시와 삶을 귀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우리는 관람을 마치고 곧바로 ‘문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감동을 받고 싶
어서 왔다’는 문정희 시인을 만났다. 사람이 살면서 하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일은 사랑일 것이다. 문정희 시인은 바로 그 사랑을 형상화한 『알몸 노래』를 낭
독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추운 겨울날에도 / 식지 않
고 잘 도는 내 피만큼만 / 내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으로 시작하는 시. 시인의
표정은 진지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체온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거룩
한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시였다. 꼭 인간들 사이의 일뿐이겠는가. 보이
지 않는 것들과 함께 나누는 감촉, 그것이 더 진실한 일임을 그 자리에 있던 모
든 이들은 모르지 않았다.
시에 대한 시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다. 글을 잘 쓰
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문정희 시인은 언어를 모으는 일에 부지런하라고 답했
다. 쓰는 행위는 자신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것은 타인을 위로한다. 맞는 말이

보이지

다. 문법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는 말로

않는 것들과

답했다. 더불어 시각의 장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이지만, 시를 쓰는 데 더
없이 좋은 조건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함께 나누는
감촉,

언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느냐, 라는 질문에 시인은 11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 17살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집을 출간하고, 백일장에서 미당 서정
주를 만나 시의 길을 천직으로 알고 걸어왔다는 삶의 중요한 국면들을 간명하
게 말했다. 그 삶이 한 편의 시와 다르지 않음을 금세 알 수 있었다. 덧붙여 시

그것이
더 진실한
일임을

인은 ‘늘 외롭다’고 고백했는데, 그 말 역시 거짓이 아니었다. 외로움과 상처가

그 자리에

시인을 만든다는 것을 최고의 시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있던

시각장애인들이 바로 시인임을 문정희 시인은 에둘러 말한 것이다. 가장 크고

모든 이들은

진실한 감동은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었을 때 온다. ‘문인의 집’은 문정희 시인

모르지

과 시각장애인들이 보여준 감동으로 가득했다. 살아가는 일이 이와 같아야 함

않았다.

을 일깨워 주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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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희 l 작가
장애인 독서문학기행을 다녀와서
문학은 먼지 쌓인 도서관이나 책 속에만

‘문인의 집’에서 문정희 시인과의 감동적인 만남 뒤에 우리는 백담사를 찾았다.
설악의 기품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곳. 맑고 차가운 개울에 발을 담그면 금세

존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

정신이 날 것 같았다. 함께 한 시각장애인들에게 한용운 역시 한 인간이었음을

서 이번 시각 장애인 39분과 함께한 만해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일찍 결혼하고 재혼까지 했다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모두

마을 백담사 문학 기행은 정말 뜻 깊은 행
사였다. 최근 출판된 나의 시선집 <지금,

들 의아한 표정이었다. 결혼을 하다니, 그러나 그 사실은 위대한 선승의 실망스

장미를 따라>에서 가려 뽑은 시 10편을

러운 행적이 아니라 그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공감의 기쁨이 된다.

점자시로 만들어 함께 감상하며 뜨거운
감명을 받은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이었다.

만해 한용운은 당시 조혼 풍습에 따라 열네 살의 나이로 결혼하고 아들 하

숙연하게 귀 기울이며 시를 듣는 표정, 끝

나를 낳았지만 속가를 버리고 승려가 되었다. 오십대에는 다시 재혼하여 딸 하

도 없이 이어지는 질문은 한마디로 깊은

나를 얻기도 했다. 이렇게 그의 삶에는 속세를 등지는 비정함이 있고, 세속적

교감, 그것이었다. 자원봉사자들과 주관
하신 관계자들의 노고는 정말 값으로 따

삶을 사는 다정함이 있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시를 쓰는 일과 삶을 사는 일을

질 수 없이 높은 것이었다.

함께 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어서 언제나 상처를 안고 살지만, 그 이유

●

신동선 l 실로암점자도서관
정형화 된 틀을 깨고, 언어의 폭을 넓혀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39여 명의 시각장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분명 그것은 시를 쓰는 일과 다르지 않으리라.
이번 독서문학기행에는 시각장애인과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원 39명

애인과 문정희 작가와의 문학 나눔의 장

이 참석했다. 문학기행이 끝나갈 무렵 문득 사람이 사는 일은 어떤 것일까, 라

이 마련되었다. 문정희 작가는 마음의 눈

는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볼 수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이 아름다운 것

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작
가로서의 좋은 자질을 갖췄다며 시각장애

들을 보지 못하다니, 그것은 차라리 두려운 일에 가깝다. 한용운의 시에서처럼

인들의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북돋아줬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먼다’면 그것이

다. 만해 한용운님의 숨결이 깃든 만해마

바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을에서 문정희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문
학작품세계에 대한 많은 이해와 영감을

우리는 다들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 사람들이다.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 사

얻은 시각장애인들이 새내기 작가로 변신

람들은 저희끼리 더 사랑하고 그리워한다. 오늘 나는 잠깐 저들 안으로 걸어 들

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어갔다. 그러나 곧 그곳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 그래도, 그 체험을 잊지 말자고
문정희 시인과 나는 서로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침묵’
으로 부탁했다. 부디, 저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시라고.
글. 여태천 시인·동덕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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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키우는 사람 들

200번째 문을 열다
오승환 네이버 문화재단 대표

016

학교마을도서관?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릴지 모른
다. 학교도서관도 아닌, 마을도서관도 아닌 학교마을도서관이라는 이
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이라는 의미를 듣
고 나면 학교마을도서관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딱! 맞는 이름임에 틀
림없다. 네이버 문화재단이 만드는 학교마을도서관, 그 이름이 익숙해
지기도 전에 200번째 문을 열었다.

먼저 200번째 우리학교마을도서관 개관을 축하드립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
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네이버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로 책에 대한 무언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작업들은 지
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학교마을도서관이
죠.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되어 있는 산간벽지나 섬에 사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도
서관을 지어주자’ 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5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자체, 교육청과 협약해서 시골의 초등학교를 리모
델링하고 그 안에 책을 채워 넣는 일을 하는 것인데, 어느 해
에는 55개 도서관이 개관할 정도로 부지런히 하다보니 200
번째 도서관이 문을 열게 됐네요.

그렇다면 네이버 문화재단에서는 책만 제공하는 건가요?

물론 책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이 일회적
으로 책만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일단 책
을 3천 권 제공하고, 후로는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사업비용의 절반은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쓰고, 나머지 반은 도서관이 운영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도서관 행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나 동아리 활동비, 영화 DVD 등을 지원해주고, 연말
에는 우수 도서관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작년에는 부상
으로 일본의 도서관 견학을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운
영이 잘 되는 곳은 다른 도서관에 소개도 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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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장점이자 차이점은
‘학교’라는 공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이죠.
시골 아이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학교니까요.
또 아이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어른, 즉 가족 모두가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는 점이에요.

최근 작은 도서관들이 생활 속 가까이에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런 도
서관과 ‘우리학교마을도서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이자 차이점은 ‘학교’라는 공간에 세워졌기 때문
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이죠. 시골 아이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
는 공간이 바로 학교니까요. 또 아이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어
른, 즉 가족 모두가 이용하는 도서관이라는 점이에요. 저희가 도서
관 개관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마을의 어른들이 이용하셔야 한다
는 걸 꼭 말씀드려요. 손자 손녀, 아들 딸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면 함께 도서관에 오셔야 한다고 열심히 설득하죠. 그런데 학교마을
도서관만의 한계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관리자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보니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운영에 소홀하는 곳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체크도 하고 잘 되는 학교는 웹상에 올리기도
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하시는 마을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개관식에 가면 분위기가 냉랭해요.
요즘 시골 초등학교에는 기업이나 관공서의 지원으로 여러 시설을
만드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려니...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을 붙잡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서관은 당신 손자 손녀가 나중에 훌륭한 사
람 되는 것에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텔레비전만 보시지 말고 아이들
손잡고 꼭 오셔라’고 열심히 전달하죠. 이런 생각이 잘 전달돼서 도
서관 운영이 잘 되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아주 좋아하세요. 밤늦게까
지 이용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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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만들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듯합니다.

초기에는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2년 전부
터는 지자체에 추천을 받아서 최종 선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교장선생님과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에요. 학교마을도서관의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
한 분은 교장선생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
나 야간에 운영을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
합니다. 혹시 시골에 밤이 되면 얼마나 깜깜한지 아세요? 저녁에 도
서관을 가야하는데 길이 안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면 가로등도 설치
해야하고 파출소에 순찰코스도 넣어 달라 해야 하고 도서관 문 열고
닫고도 해야 하고... 일이 워낙 많아져서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절대
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나 분위기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마을 어른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학교마을도서관은 꼭 명예관장을 임명하는 제도가 있습
니다. 마을 주민들 중에 명예관장을 임명하면 그 분들이 정말 적극
적으로 하시거든요. 특히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가 명
예관장일 경우에는 시골에서 가장 바쁜 농번기조차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아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개 학교마을도서관 중에 운영이 가장 잘 되는 곳은 어딘가요?

여러 도서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질문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진천의 동양초등학교에 세워진 학교마을도서관입니
다. 그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이 정말 좋으세요. 서울에서 교사생활
을 하시다가 귀농하신 분이 사서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지원
하셔서 일하고 계신데, 그 분은 거기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도
서관 운영은 기본이고, 시골 할머니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려니
까 글을 모르시는 거에요. 그래서 한글학교를 운영해서 할머니들께
글을 가르쳐주고 글을 쓰게 해서 최근에는 할머니들께서 작문한 글
을 지역 신문에 연재하고 있기도 해요. 게다가 할머니들이 걷는 게
힘드시니까 직접 차로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사서도우미 월급이
4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혼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우
리가 도와드릴 것이 없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분의 사연
을 네이버 해피빈에 올려 35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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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로 넘쳐나는 인터넷 사업을 하는 포털회사에서 인터넷이 아닌
‘책’이라는 지식정보의 매체를 나누는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네이버가 ‘지식을 다루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온라인에
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훨씬 더 많잖아요. 특히 오프라인
의 지식이 잘 이해되어야만 온라인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해봐도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성장한 아이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또 이것
을 네이버가 사용한다면 결국은 네이버가 생각하는 지식이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네이버가 도서관
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표님도 전에는 책이나 도서관 분야가 아닌 마케팅 분야의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야가 전혀 다른 문화재단 일을 하시게 되
셨는지요.

네이버 창립 멤버가 여섯 명인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
다. 그런데 창립 멤버 모두가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성격이 모두 내
성적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외향적인 제가 마케팅 분야의 일을 맡았
으니 마케팅도 원래 제 분야라고 보기는 어렵죠. 게다가 회사가 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성장한 아이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또 이것을 네이버가 사용한다면

지면서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평소 하고 싶었

결국은 네이버가 생각하는 지식이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던 사회공헌 쪽의 일을 해볼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네이버 문화재단을 맡게 됐고, 창업자들 중심으로 펠로우라는 그룹
을 만들어 개인 돈을 모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일들도 하고 있
어요. 옛날에는 네이버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울
타리를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는 기분입니다.

200번째 학교마을도서관 개관을 기념하며 네이버 직원들이 ‘본인이 생

마지막으로 <오늘의 도서관> 인터뷰 하시는 분들께 드

각하는 인생 최고의 책’을 골라 기부하는 행사를 하셨는데, 대표님 ‘인

리는 공식질문입니다. ‘도서관은 00이다’라고 정의

생 최고의 책’은 무엇이었는지요.

내려주신다면?

제가 고른 책은 바로 <나는 걷는다>에요. 작가가 독일 사람인

도서관은... 음... 도서관은 미래다?^^ 자기

데 프랑스에서 기자를 하다가 60세에 은퇴하고 터키에서 중국까지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분들은 모두 책벌레들이에

실크로드를 3년 반 동안 걸으면서 쓴 책이죠. 모두 3권으로 구성되

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현재도 밝고 미래도

어 있는데,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실만 담겨

밝은 거죠. 특히 책 읽는 습관은 아이의 미래를 결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분이 1046일 동안 걸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재미도 있고, 굉장히 느끼는 게 많

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는 도

았죠. 그래서 이 책을 3권 모두 기증했습니다.^^

서관은 우리의 미래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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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로 구경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희귀본 (4)

<신문계> 창간호
1913년 4월

표지

●

연재를 시작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한 희귀본 잡지

창간호 목록을 보자마자 ‘아, 이건 피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항
목이 하나 있었다. 바로 1913년에 발간된 <신문계(新文界)>라는
잡지의 창간호였다. 연도순으로 따지자면 이미 살펴보았던 <소년
>(1908)보다는 늦고 <청춘>(1914)보다는 빠르다. 따라서 순서상
으로는 당연히 이걸 먼저 구경했어야 하는데 어쩐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친일 성향’이 있는 잡지라는 사전 설명

新
文
界

때문이었다.

“부녀자 대상으로 친일 성향이 강한 순 한글 잡지.”

문계>를 희귀본 자료실에 신청해서 보게 된 까닭은 몹쓸

내가 받은 목록에는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었다. 물론 잡

호기심 때문이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말하고 있기에 ‘친

지의 성향이야 어떻든 잠깐 구경하는 것이야 별 문제가

일 성향이 강한’잡지라고 잘라 말한 것일까? 국립중앙도

없다. 다만 그 잡지에 관해 글을 쓰다 보면 혹시나 실수

서관 소장본 <신문계>는 역시나 합본판이었다. 갈색의

하지 않을까 미리부터 걱정이 되는 거였다. 내용 가운데

하드커버 안에 1913년 창간호(4월 5일자)부터 제5호(8

재미있는 게 있어서 잠깐 언급했는데, 알고 보니 뭔가 논

월 5일자)까지가 모두 들어 있다.

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다면? 여차 하다가는 내 의도

하드커버를 넘기니 창간호의 표지가 나타난다. 국

와는 상관없이 졸지에 국립중앙도서관 앞마당에 쇠말뚝

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신문계>는 비슷한 시기의 <청춘>

을 갖다 박은 역적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에 비해서도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었다. 둥근 테

현실에서나 인터넷에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두리 안에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의 모습이 선명한

참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무슨 말을 해도 굳이 시비를 걸

것이 마치 지구를 상징하는 듯한 그림이 가운데에 있고,

려면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

그 위에는 호랑이 (어쩐지 생김새만 놓고 보면 고양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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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느낌을 주는) 한 마리가 축 늘어지듯 올라앉아 있다.

글과 그림이 비교적 세련되게 배치되었다고 했지

그 주둥이 아래 한국과 일본의 영역에만 빨간색이 들어

만, 막상 내용 면에서는 어딘가 부조화한 경우도 여전히

가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있다. 가령 석유에 관한 기사 한가운데에 난데없이 “箕

발행처는 京城 新文社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일본

子墓” 사진이 등장한 경우가 그렇다. 별도로 나온 광고

인 소유였는지, 판권면에는 발행인 겸 편집인이 竹內錄

를 보니 이 잡지에서는 독자들을 향해서 국내 주요 명승

之助, 인쇄인이 宗像イツ으로 나온다. 차례와 화보, 그리

고적의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던 모양이다. 그러고

고 표지를 제외하고 딱 70쪽이다. 내부 디자인은 비교적

보니 비슷한 시기에 환등기나 사진기를 보유했던 사람들

세련된 느낌이 들었다. 글과 그림이 마구잡이로 뒤섞인

의 회고를 몇 번 접한 것 같았는데, 그런 물건들의 국내

느낌이었던 다른 잡지와는 달리, 기사며 화보가 비교적

보급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흥미로울 듯하다.

균형을 잘 잡고 배치되어 있다. 비록 선명하지는 않지만
사진도 상당히 많아서, 이 당시의 풍경을 짐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가 아닐까 싶다.
화보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온 남대문 사진이 그런 경
우인데, ‘20년 전 남대문’이란 설명에 따르면 대략 1893
년의 풍경이다. 이 당시의 잡지에는 나이아가라 폭포나
에펠 탑 같은 해외의 풍경 사진이 많이 등장하는데, 학습
효과보다는 전시 효과를 위해 넣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가령 여기 등장하는 ‘고로라도 海岸의 景’이라는 사진이
그러했는데, 정작 나와 있는 모습은 콜로라도 강의 한 구

광고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특히 눈을 끈 것은

간인 듯하다.(콜로라도 주는 내륙이라 바다가 없다). 그

50~51쪽에 나온 ‘東洋 萬年筆’ 광고였다. 만년필이야

러면 ‘해안’이 아니라 ‘강변’이라야 정확했으리라.

말로 근대적인 필기구라고 할 수 있겠지 싶어서 광고를
살펴보니, 의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년필은 아니
다. 오히려 현재 사용하는 붓펜의 원형이라고 해야 어울
릴 만한 물건이다. 셀룰로이드로 붓처럼 유연한 촉을 만
든 다음, 붓대에 잉크를 충전해서 사용하게 만들었다. 그
러고 보면 萬年筆이라는 이름이 어쩌다가 지금처럼 금속
제 촉을 가진 필기구에 붙게 되었는지도 궁금하다.
그나저나 ‘신문계(新文界)’라는 제목은 무슨 의미
일까? 1쪽의 권두언에서는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낮밤
을 가려 조명을 써야 하듯이, 文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 즉 現代에 맞는
現代文을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日新月新 하고 內新外
新 한 新文으로 新半島 新靑年에게” 감명을 주어야 한다
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新文이나 現代文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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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학생이나 청년을 주 독자로 겨냥했다고 간주
한다면, 주요 기사에서 계몽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
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가령 ‘無線電의 發展’이라는
제목으로 ‘마루고니’에 대한 짤막한 기사가 들어 있다.
미국의 ‘살도유스’가 개발한 ‘見星機械’라든지, ‘水陸通
用의 自動自轉車’라든지, ‘에리샤 구례이’의 ‘데로-도구
라후’(현재 사용되는 팩스의 원형 중 하나인 ‘텔로토그
래프’)처럼 당시의 신발명품에 대한 언급이 많다. 그 외
에 ‘生理’나 ‘簿記’나 ‘暗算法’에 대한 기사도 눈에 띈다.
시대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기사는
‘

物: 日用하는 石油는 吾人의 幸福’이다. 당시 전 세

계 생산량 1, 2위인 미국과 러시아의 연 생산량은 4억 5
천만 배럴인데, 한 세기 뒤인 지금은 양국의 연 생산량이
무려 60억 배럴 이상이다. 이 당시에만 해도 사우디아라
잡지에 사용된 국한문 혼용체 문장을 가리킨다면, 굳이
<신문계>가 그 선구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쪽에는 “신문계론(新文界論)”이라는 글도 나와
있어서 앞서의 논의를 더 자세히 서술한다. “新文界라
함은 何를 지칭함이뇨. 今文古文에 亦無한 新言辭라”로
시작되어 “我 同志여, 舊文界를 棄하고 新文界로 進할진
뎌” 끝나는 글이다. 결국 새 시대를 맞이하여 새 글을 사
용하자는 이야기인 듯한데, 여기서 ‘새 시대’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리라. 다
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과연 그들이 주장한 新文의 실체
가 무엇인지, 짧은 실물구경으로는 차마 짐작하기가 힘
들었다.
그런데 정작 <신문계>의 실물을 구경하고 보니,
“부녀자 대상으로 친일 성향이 강한 순 한글 잡지”라는
애초의 설명과는 어딘가 맞지 않는 듯했다. 57~9쪽에는

비아라는 나라는 있지도 않았다. 이 잡지가 창간되고 20
년 뒤인 1932년에야 국가가 수립되었고, 1938년에야
처음 석유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때는 환경오
염이나 피크 오일의 우려 역시 없었으리라.
실물구경을 하고서도 과연 이 잡지의 어떤 부분이
친일적인지는 선뜻 판가름이 되지 않았다. 나중에 알아
보니 ‘金剛은 天然的 公園’이라는 연재 기사의 저자 海東
山人이 신소설의 저자로도 유명한 친일 논객 崔瓚植이라
지만, 그 기사 자체가 딱히 눈에 거슬리지는 않았다. ‘國
語速成’이나 ‘國語練習’이란 기사에서 말하는 國語가 한
글 아닌 일본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지만, 그 정도면 쇠
말뚝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바늘 한두 개쯤이 아닐까 싶
다. 물론 그것도 찌르고 박을 수야 있지 않느냐면 할 말
은 없지만.
글. 박중서 출판칼럼니스트

“가뎡학 강화”라는 제목의 순 한글 기사가 있기는 하지
만, 그것만 놓고 순 한글 잡지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해 보
인다. 또한 “春과 學生”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고, 이후의
호에 등장한 독자 투고 중에도 학생들의 글과 그림과 서
예 투고가 많은 것을 보니, 부녀자 대상 잡지라고 단정하
기도 힘들어 보였다. 적어도 창간호의 경우에는 말이다.

박중서 | 출판 저작권 회사와 출판사에서 근무했다.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
이>, <내멋대로 출판사 랜덤하우스>,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처럼 책 문화와
관련된 책들을 기획하거나 번역했고 <월간 비읍>에 독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
다. 장서 수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400분의 1에 불과한 깜찍발랄한 개인 서
재에 파묻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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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설 속에 빠 져 들 다

도서관,
고요한
기적의 장소

내가 기억하는 도서관은,
맞은편 15도 각도에 앉아 있던 남학생과
눈을 마주친 어느 대학의 도서관이다.
내가 도서관을 회상하는 방식은, 그 15도에 있다.
고개를 들어 15도를 돌아보면 그가 앉아 있는 것이다.
그때 그 도서관,
책상 위에 있던 그 취업서적들은 무의미하다.
취업준비와 대학원 준비를 함께 하느라
전기가 바닥에 배선된 듯 불쾌하게 아팠던
엉덩이의 무게감 또한 제법 생생하게,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살짝 엉덩이가 아파올
정도로 남아 있는 것은 아마도 그를 바라보던
그 15도의 시선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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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서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매일매일 그

소설 속 도서관도 그러하다. 소설 속 도서관은 성실하게

의 출석과 퇴실을 체크하던 어느 날, 그의 곁에 앉기

책을 읽거나 우직하게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차라

시작했던 긴 생머리의 여학생으로 이어진다. 그 때문

리 남독(濫讀)의 숲이며, 연애를 하거나 실연을 달래기 위해

에 걸핏하면 써 가던 내 상실의 흔적도 도서관 기억

숨는 장소이다. 아니면 책을 읽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에 등재되어 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나, 아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이 좋아서 책과 사랑에 빠지는 장소

행동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조심스럽고 소중했기 때

이다. 김경욱의 <위험한 독서>에서 책은 실연의 상처를 치유하

문에, 그것을 잃은 내 무능을 향한 투서(投書)는 자

는 치료제가 되며, 박주영의 <백수생활백서>에는 책을 읽기 위

학과 자기연민의 동어반복으로만 이어졌다.

해 자발적 백수가 되는 사람이 나온다.

당연히 그 투서로는 부족했다. 상실감조차도 어

그리고 윤성희의 <그 남자의 책 198쪽>에는 모든 책을

떤 의미로 재해석해야지만 인생의 손익분기점을 넘

단 5분 만에 읽는 사람과 그 사람을 돕는 여자 사서가 등장한

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경제관념이 그 어느 때보다

다. 5분 만에 읽을 수 있는 것은 단지 198쪽만 읽기 때문인데,

강렬했던 그 취업준비생은, 상실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그 198쪽만 읽음으로써 그 책은 온전히 읽는 사람의 것이 된

취업서적을 물리고 도서관 서가를 서성이기도 했다.

다. 198쪽의 전후를 자기 식대로 연결시키면서 의미화하기 때

그리고 어떤 비책(秘策)을 찾기라도 하는 듯 책

문이다.

을 뒤졌다. 그때의 독서는 당연히 정독이 아니었다.

그 남자를 돕는 그녀는 도서관 사서이지만 책을 거의 읽

아니, 글자를 읽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책의 행간에

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책

멍한 눈길만 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드문

편집자가 책을 쓰지 않는 것처럼, 큐레이터가 그림 그리는 일

드문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 것이고 나는 그 파편적으

을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도서관 사서는 책을 생각보다 많이

로 주워 모은 단어들을 내 맘대로 배치하여 또 다른

읽지 않는다. 그들이 각각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책을 많

책을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아무도 쓰지 않은 책, 내

이 읽는다면, 책 편집자는 편집 일을 할 수 없고, 큐레이터는

가 읽지도 않은 책, 그것으로 혼자서 낸 상처는 조금

늘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힘겨울 것이며, 사서는 책을 정리

씩 아물고 있었던 것이다.

하여 서가에 얌전히 꽂기보다는 그것을 꺼내어 읽고 싶어 할

사실, 우리는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으러 간 도

것이다. 그러니 사서가 책을 덜 읽는 것은 차라리 그들의 직업

서관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차라리 빽빽한 서가 사

의식이다.(오해가 없기를. 모든 사서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

이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 도서관, 지금은 헤어진

다.)

연인과 큰 책상 밑에서 손장난을 쳤던 도서관, 그게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 말

아니라면 유난히 자판기 커피가 맛있었던 도서관, 공

고는 특별한 점이 없다. 남들처럼 퇴근 후에 오래 샤워를 했기

부를 하고 문을 나섰을 때 이마 끝에 스치던 바람으

때문에 수도요금이 오만 원 이상이 나왔고, 생활비를 줄이기

로 도서관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위해 휴대폰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이도저도 아니라면, 도서관에서의 단잠은 어떤

에게 전화를 했고, 매달 말일에는 고시 공부를 하는 동생에게

가. 도서관은 공기조차 달라서 얼마나 우리를 나른한

오십 만 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다. 의사로부터 신경성위염이

잠으로 이끌었던가. 책장 사이에서 불면을 치유하는

라는 진단을 받은 후로는 밥을 먹을 때 꼭 백 번씩 씹었다. 밥

아로마가 풍겨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도서관 책상에

을 먹고 삼십 분 후에는 약을 먹고, 그리고 특별히 보는 텔레

엎드려 불편하지만 달콤한 잠을 자기도 했었다.

비전 드라마가 없는 날에는 열 시가 되면 잤다.

025

충분히 따분한 삶이다. 그리고 이 삶은 우리의

그녀는 왜 남자를 도왔을까. 단지 죽은 여자 친구가 무

일상이기도 하다.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한번씩

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알기 위해 그 도서관의 책을 다 찾아볼

타박하고, 휴대폰 사용료를 간혹 재확인도 하면서,

것 같은 기색으로 절박했던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고, 동생의 용돈을 챙기기도

이다. 그 남자가 무의미 속에서, 혹은 넘치는 의미더미 속에서

한다. 내일의 출근을 위해 저녁에 커피를 마실까 말까

여자 친구와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무모해 보일 정도

를 두고 오래 고민하기도 한다. 그래놓고도 스트레스

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남자의 여

성 위염이 걸리기도 한다.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

자 친구가 그랬듯 그녀는 그 남자 이마에 난 상처에 시선이 가

지만 스스로 착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 그 상처의 모양 때문에 남자를 ‘갈매기’로 호명한다. 그 남

이 도서관 사서에게 남자는 자신의 여자 친구

자는 그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특별하지만, 특

가 주었다는 쪽지를 꺼내 보여준다. 쪽지에는 이렇게

별한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계속 특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

적혀 있다. “ㅇㅇㅇ책 198쪽을 봐. 너에게 전해 주고

서 모호한 사람. 198쪽에 자기 삶과 링크될 수 있는 문구가

싶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책이란 글자 앞에 무슨

있는 책이 특별한 책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그 남자의 이마에

말이 적혀 있긴 한데 물에 번져서 알아볼 수가 없다.

난 상처에서 자신의 환부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사람과 책은

그녀는 남자에게 묻는다. “여자 친구한테 다시 물어

종종 유추된다. 좋은 사람/책, 사랑하는 사람/책, 부드러운 사

보면 안 될까요?” 남자는 대답한다. “물어볼 수가 없

람/책, 단호한 사람/책, 시니컬한 사람/책 등. 그러나 분류되

어요. 죽었거든요.”

지 않는, 그저 특별하고 모호한 사람/책인 경우가 있다. ‘그 남

그로부터 도서관은 보물찾기의 숲이 된다. 어

자’도 그런 사람이며, ‘그 남자의 책’도 그러한 책이다.

느 책의 198쪽일까. 어떤 책 198쪽에는 남자의 여

그렇다면, 남자가 떠난 뒤에도 그녀는 왜 198쪽 찾는 일

자 친구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예전 여

을 멈추지 않았을까. 그것은 반복된 그녀의 일상에 그 198쪽

자 친구가 살았을 적 두 사람의 습관이 적혀 있기도

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

하고, 또 어떤 책에는 남자의 이마에 난 상처를 만지

지 않는 것 같은 일상. 그러나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

던 여자 친구의 손가락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가 적혀

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묶어 두고 모험 따위는 뒤로 해야만 했

있기도 했다. 남자만 198쪽에서 여자 친구의 흔적을

던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더듬었던 것이 아니다. 그녀 또한 ‘삶은 감자를 으깨

나 또한 그녀처럼 내가 읽던 책 198쪽을 편다. 이 책에는

어’라는 문구를 보면 “누나! 이 손을 으깨 버리고 싶

이렇게 씌어 있다. <저녁 기도는 그녀의 속도를 늦춰 주고 우

어.”라고 말하던 동생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 많은

울증의 혼돈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아주 강력한 구

책 198쪽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조지. 일어서서 저녁마다 같은 기도를 하는 거야. 누군가 우

198쪽 너머에서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만들어내

리가 하느님께 할 말을 정해 놨고 우리는 그걸 말하는 거지.”

었다.

>(앤드류 솔로몬의 『한낮의 우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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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가 있었다. 누구나 그렇듯 힘들었을 때
가 있었다. 나도 정말 저녁마다 같은 기도를 하였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나는 단 한 마디만 계속 반복했
다. “누군가 하느님께 할 말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
라 “하느님이 내가 할 말을 정해 놓은 것” 같았다. 그
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고요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다.
고요한 기적이었다. <그 남자의 책 198쪽>의 그
녀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 예컨대, 밥맛이 좋아져서
살이 자꾸 불어났고, 바지를 한 치수 늘려 입은 것,
위염은 깨끗이 나았고 대신 식도염에 걸린 것 등.

그렇다, 별일이 아니다.
고요한 기적이란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지,
번쩍 하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198쪽이 있는 책이 존재하고,
그 책들을 도서관에서 뽑아서 읽고,
그것을 자기 삶의 어떤 부분에
연결시키는 일이 지속된다면,
고요한 기적은 우리 삶에
드문드문 일어나 줄 것이다.

글. 한귀은 경상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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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의 책 이야기

그리고는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럽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신창호 교수의
명심보감

어디냐’ 자위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툭 내뱉듯이 묻는다.
“천자문도 다 모르죠?” 헉, 이런 질문까지 할 줄이야. 가슴
이 덜컹 내려 앉았다. 머리 속에선 남태평양 팔라우 섬 모
래 사장의 하얀 모래와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아득했다. 더
욱 벌개진 얼굴을 못들고 있을 무렵, 또 한 마디 오금을 박
는다. “뭐, 괜찮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부끄러
워 하는 게 아는 척 하는 것 보단 나아요. 고개 드세요” 에
~휴, 가슴 속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다.
‘이 양반 참 짖궂으시네. 동양철학자가 삼국지의 장비
나 조자룡처럼 생기셔가지고서는.’ 마음 속으로 야속해하
고 있는데, 문득 신교수가 저술한 『함양과 체찰』이라는 책
에 등장하신 보드랍고 인자한 퇴계 선생의 얼굴이 떠올랐
다. 퇴계 선생이라면 천자문, 명심보감도 몰라 헤매는 이
불초소자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야단을 치실까? 미소로만

지락

“至樂

막

여

독서

은 莫 如 讀書

지

요

막

여

교

요至 要 는 莫 如 敎

子자라.” 지극한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만 같음이 없고, 지
극히 필요한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 같음이 없다.
부모

028

불원

유

필

화제를 바꿨다. “대학 시절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
다는데, 명심보감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잠언하고도 비슷하

이니라.” 부모가 계실 때에는 멀리 떨어져 놀지 말 것이며,

던데요?” 제법 아는 체 하며 질문을 던졌다. 장비 또는 조

놀 때는 반드시 그 가는 곳을 알릴지니라.

자룡이 “어?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하며 싱긋 웃어준다.

在 어시든 不遠

유

는 않겠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

“父母

재

채근하시고 말까? 암튼 신교수처럼 저리 짖궂게 파고 들지

유

遊 하며 遊 必 有 方

천자문을 누구나 알 듯, 명심보감도 아무나 안다. 하

에~휴, 이번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그 옛날 대학시절

지만 천자문을 아무도 모르듯, 명심보감도 누구나 모른다.

어느 똑똑한 대학원생 선배가 “맑스앤베버”라고 영어 원문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까? 동굴의 우상이라고나 할까? 귀

을 읽어주자 내가 맑스와 베버가 동일인물임을 가정하고

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아는 천자문, 명심보감이건만 나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눈빛. 그 이후로 나는 칸트의 정언

오십이 가깝도록, 곁눈 한번 주지 않았다니, 참으로 부끄

명은 아닐지언정 소크라테스의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 주

러운 생각이 앞선다. 이 모두 서구식 교육의 함정일지, 게

의로 살아왔다. 안도의 한숨은 내내 같은 맥락에서 터져 나

으른 탓일지 알 수 없다. 신창호 교수가 “명심보감 읽어 봤

왔다. 만일 신교수가 “잠언이 명심보감하고 어느 구절이

어요?”하며 툭 던지듯 물었을 때, 내 머리 속은 그만 하얗

똑같아요. 천지차이지!”라고 말했다면, 나는 아마 다시는

게 되고 말았다. 깡, 텅, 빈 깡통 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를 만나지 않을 지도 몰랐다.

싱긋 웃고 난 신교수가 “고대인들의 지혜의 원천이
뭔지 알아요?” 묻는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성질급한 ‘자
답’이 튀어 나온다. “바로 자연이에요. 자연스럽다는 것.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거에요. 알겠지요. 김
선생.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라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일
명심보감

갈한다.

홍익출판사

‘자연스럽다’는 키워드를 받고 명심보감을 뒤적여봤

2005.04.18

다. “順天순천子자는 存존하고 逆역天천者자는 亡망이니라. 하

343p

늘에 순종하는 사람은 남고,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하

ISBN 8970650385

느니라”는 구절이 있다. 또 “하늘은 녹(복)없는 사람을 내
지 않고, 땅은 이름없는 풀을 기르지 않느니라”는 구절도
있다. 또, 또. 앗, 이것도 그러네. “人인無무百백歲세人인이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성인 취급을 받는다” 지하철에서 책

枉왕作작千천年년計계니라. 사람은 백살을 사는 사람이 없건

상머리에서 명심보감을 읽고 또 읽으니, 어렴풋이 알겠다.

만 부질없이 천년의 계교를 짓는다” 참으로 명구다. 신교

신교수가 갈파한 ‘자연스러움’이 강과 숲과 바람의 작용에

수가 지정한 ‘자연스러움’과 ‘순리’라는 키워드를 퍼즐처럼

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의식의 흐름에도, 인간관계와

찾다가 나는 그냥 명심보감이라는 우물에 쑥 빠져버리고

정치 경제 배움의 흐름에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문자답

말았다. “자기 집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

을 위해 잠언을 들춰보았다.

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하는도다” 오오, 이런 구절이... 이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의 꾸지람이 미련한 자에

구절은 얼마 전 1박2일 여배우 특집의 왕언니 김수미 씨가

게 매 백 대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뼈저리게 느껴진다” 명

소개한 구절. 영화 ‘마파도2’와 TV 시트콤 ‘프란체스카’,

심보감에 어울릴 구절이 잠언 17장 10절에 있었다. 일통만

국민 일일드라마 ‘전원일기’에서 터프하고 엽기적인 젊은

통을 나만 모르고 살았나? 가슴이 뜨끔해졌다. 올 여름 명

할매 역을 맡았던 신들린 연기자. 그녀는 명심보감 포켓북

심보감과 잠언을 달달달 외워서 신교수에게 다시 물어야겠

을 들고 다니며, 달달달 외우며 산다고 했다. 가슴이 뛰었

다. “명심보감하고 잠언하고 왜 똑같죠?” 아마 선뜻 대답

다. 알고 보면 명심보감에 대한 나의 관심도 1박2일에서

을 못하겠지.

한 그녀의 말 한마디, 그 한 컷에서 시작됐다. 놀라운 명심

글. 김보경 법무법인 청파 이사

보감의 발견이다.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
월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지혜로운 자
의 사귐은 맑은 물 같고 어리석은 자의 사귐은 단술과 같

신창호 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로 율곡 이이를 전공한 동양철학자이

다” “미래를 알려거든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 “배운 사람

교육윤리(공저, 2003), 공부, 그 삶의 여정(저서, 2004), 修己, 유가교육철학의

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며 지혜있는 사람은 언제나 침착
하다. 미련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다. 저서 및 역서로 공자평전(역서, 2002), 노자평전(공역, 2003), 한국사상과
핵심(저서, 2005), 관자(공역, 2006), 유학자 추사, 실학교육을 탐구하다(저서,
2006), 교육의 이해(공저, 2009) 등이 있으며, 동양철학 대중 강연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이끌어 가기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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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도서관 안테나

시애틀

한국학 연구의 요람
워싱턴대학교 도서관
Palais Papers

미국 서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다.

사진 1

서부 지역에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와 함께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워싱턴주
시애틀(Seattle, The State of Washington)

지역적으로 아시아와 밀접하기 때문이기도

에 소재하고 있는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

하고 많은 아시아인들이 서부지역에 살고

서관(The University of Washington Eas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 지역

East Asia Library

Asia Library)이다.사진 1

연구자들의 분석이다.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은 1937
년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

이 구입한 중국문학작품을 기증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까지 콜럼비아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서 기증받은 자료와 록펠러 재단이 추가로 구입한 자료들로 2
만 여 권의 장서를 구성하게 되나, 현재 대학원생들의 도서관인 수잘로 도서관(Suzzallo
Library)에서 “Oriental Seminar Room”으로 자료의 정리 작업이나 배가 없이 교수들의
요청에 의한 이용 서비스만을 제공했었다. 1946년 워싱턴대학교의 동아시아 연구소 설립
과 함께 “Oriental Seminar Room”은 극동지역도서관(Far Eastern Library)으로 명칭
을 바꾸었고, 1948년 일본어 장서 수집에 이어 2차 세계 대전 동안 미육군의 교육을 목적
으로 소규모의 한국어 장서를 수집하면서 한국학 자료실의 기틀도 마련하게 된다.

1950년~1960년대를 거치며 중국어와 일본어 자료를 구입하면서 점차적으로 아시
아 장서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고, 1971년 고웬홀(Gowen Hall)로 옮겨 현재의 동아시아
도서관(East Asia Library)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 도서
관이 한국에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Palais Papers를 소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
문이다. 워싱턴대학교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인 국제정치관계학부
030

의 극동아시아 및 러시아 연구 프로그램, 동아시아 연구 프로
그램을 진행했고, 1943년부터는 한국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오

사진 2

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제임스 버나드 팔레(James

Cambridge History
of Korea 원고들

1

Bernard Palais) 교수가 있었다.
제임스 팔레 교수는 1955년 하버드대학교(The Harvard
University)에서 미국 역사 학사학위를 받았고, 1960년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일본사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
다. 1968년 하버드대학교에서 미국 내 독보적인 한국학 연구

사진 3

강의 노트
(Lecture Note)들

자 중의 한명이었던 와그너 교수(Edward E. Wagner)2 의 지
도 아래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68년 워싱턴대학교 교수
로 부임한 이후에는 국제정치학부에서 근대 일본사와 근대 중
사진 4

국사 강의를 했었고, 한국학 연구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근현

유형원의 반계수록
연구 자료

대사 강의를 하면서 워싱턴대학교의 한국학 프로그램을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전시키는 업적을 이루었다는 평가
를 받았다. 그 당시 그의 지도를 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되
어 현재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계보를 이루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시카고대학교 역사학 교수인 브루스 커밍스

장, 그리고 한국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장 재임 시절

(Bruce Cummings)3 박사를 꼽을 수 있다.

의 강의 자료들과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손에 놓지 못했던

200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팔레 교수의 동아시아 및
한국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역사학자답게 개

Cambridge History of Korea 원고들이 주제 또는 인명 카테
고리별로 구분되어 총 45Box에 수록되어 있다. 사진 2

인 기록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아 워싱턴대학교 스페

특히, 동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들이 많지 않았던 그

셜 콜렉션(The University of Washington Library Special

시절에 강의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강의 노트들은 현

Collection)의 아키비스트도 감탄할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 워

재 한국학을 연구하는 국외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평가

싱턴대학교 스페셜 콜렉션에서 소장 중인 Palais Papers는 워

되고 있으며,사진 3 한국과 주변국(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

싱턴대학교 교수 재임 시절의 강의 노트, 상세한 주석을 첨부

대한 다양한 자료들과 조선 시대 노비 제도와 당파 제도에 대

한 학생들의 제출 자료들, 개인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수많은

한 수많은 연구 자료들, 특히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영문으로

참고자료, 자료를 보기 위하여 공부한 한자와 한글 단어 연습

번역하기 위하여 수집하고 기록해 놓은 자료들은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4 또한 다양한


1. James
B. Palais(1934~2006). Professor.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장 역임(2002~2004).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ongwon and the Late Choson Dynasty』가 <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 유형원과 조선후기>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번역
되어 출판되었음.
2. Edward E. Wagner(1924-2001). Professor. The Harvard University.
『Achievement and Ascription in Joseon Dynasty』가 <조선 왕조 사회의 성취
와 귀속> 으로 국내에서 번역 출판되었음.

3. Bruce
Cummings(1943~ ). Professor. The University of Chicago. <한국

현대사>, <한국 전쟁의 기원>, <김정일 코드> 등이 국내에서 번역 출판되었음.
4. 팔 레 교수는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총4권으로 출판하려고 했던
『Cambridge History of Korea』의 총편집장을 맡고 있었으며. 교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 저자들의 원고 초안과 본인의 원고 초안이 Box에 수록되어
있다. 아쉽게도 Cambridge University Press의 세계사 시리즈에서 한국사는 결
국 출판되지 못했다.

언어들로 된 자료들을 보고 이해하기 위하여 기록한 단어 연
습장에서는 연구자로서 팔레 교수의 노력과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외 소재 한국학 자료 수집의 일
환으로 워싱턴대학교 도서관의 Palais Papers를 조사하였고,
향후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디지털
영인의 형태로 수집하고, 자료의 다양한 접근 및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가 포함된 디지털콜렉션을 구축하여 국·내외 한국
학 연구자들에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 강민기 정책자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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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의 인문학

내

內城行商不忘碑

성
행
상
5월 28일 아침 9시.

불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일보, 교보문고가 주최하는
‘길 위의 인문학’ 탐방단 60여 명이 내성행상불망비 앞에 섰다.

망

보부천 징검다리를 건너 두천리 산자락에 ‘소슬한 한 채의 종교’처럼
내성행상불망비는 우뚝 서 있었다.

비

비에 씻긴 나뭇잎이 초여름 바람에 팔랑거리며 햇살에 빛나는 것이
지상에서 흔들리며 피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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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행상불망비는 울진의 행상 이

까지만 보부상길이 온전히 남아있다.

른바 보부상들이 울진에서 생산된 소금,

우리 탐방단은 ‘기업정신의 뿌리

미역, 은어, 대게 등을 울진 부구 장터에

보부상길을 걷다’란 주제로 김주영 작

서 짊어지고 봉화 내성장에 가서 판 후,

가, 이헌창 교수를 모시고 보부상들의

곡식이나 의약품을 사가지고 다시 울진

역할과 우리 기업 정신에 스며든 보부상

으로 되돌아올 때, 산적이나 짐승으로

정신을 찾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27일

부터 울진 보부상을 보호해준 접장 정만

저녁에는 ‘서정과 서사가 어우러진 절

조와 반수 권재만의 은공을 기리기 위한

창’ 객주의 명문장을 임광원 울진 군수

철비다.

가 낭독해서 보부상의 세계와 의미에 공

두 사람의 은공을 영원히 잊지 않

감했으며, 한국경제사 속에 자리매김 된

겠다고 약조한 울진인들의 보은의 비며,

보부상을 이헌창 교수의 강연을 통해 이

비록 가난하지만 지킬 것을 지키겠다는

해했다.

두 사람의 은공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약조한
울진인들의 보은의 비며,
비록 가난하지만
지킬 것을 지키겠다는
울진 보부상들의

울진 보부상들의 빛나는 정신을 말해주

5년 동안 전국 장터를 다니며, 보부

는 감동의 비다. 이 비에는 스토리가 있

상의 언어를 채집한 『객주』의 작가 김주

다. 일제시대 모든 쇠붙이를 공물로 바

영 씨가 이 비 앞에서 보부상의 삶에 대

치라고 했을 때 비를 보호하기 위해 두천

해서 설명을 한다. 왕조사 중심의 역사

리 주민들이 비를 땅 속에 파묻었다가 해

소설이 아니라 민중사 중심의 역사소설

‘서러운 노래 한자락 동무 삼아’ 삶의 고

방 후 다시 건립했다는 이야기다. 이 땅

을 처음 시도한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

달픔을 달래는 보부상의 애환이 눈에 보

어딘들 박물관이 아니며, 처처에 이야기

꾼 설명에 탐방단은 모두 숙연해졌다.

이는 것 같았다. 지금 보부상은 없고 보

빛나는 정신을 말해주는
감동의 비다.

가 없으랴만 이런 철비는 아마 전국에서

“미역 소금 어물지고 춘양장을 가

부상길만 남아 옛일을 말해준다. 김주

도 유일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

는 고개/가노 가노 언제 가노 열두 고개

영 작가는 울진 보부상길 중심으로 객

을 것이다. 36번 국도가 생기기 전까지

언제 가노/시그라기 우는 고개 내 고개

주 10권을 집필하겠다고 말했다. 기대

는 부구천에서 내성장까지 십이령길이

를 언제 가노.”

가 크다.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름길이었다. 사람의 내왕도 많았으며,

130리길, 12령을 넘어 오가는데

일본의 5대 상인인 오사카, 교토, 오미,

주막터, 공덕비, 안녕을 비는 성황사 유

만 6일, 내성장, 춘양장, 법전장, 장동

나고야, 도쿄 긴자 상인처럼 1,000년이

적 등이 그걸 말해 준다. 이제는 부구천

장, 재산장 등을 돌아다니며 잡화와 약

나 500년, 200년 기업이 수두룩한 ‘울

에서 두천리 길은 도로로 포장되어 있고

품, 양곡과 포목을 물물교환해서 오면

진 상인’의 내일을 생각한다. 울진 보부

두천리 내성행상불망비 앞에서 광회리

10일이 걸리는 일정이었다. 힘든 길을

상의 후예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을 그
날을 기다린다. ‘황금 소금’이라고 알려
진 울진 소금의 부활도, 옛날 보부상의
품목도 부활되는 꿈을 꾼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울진은 세계 속의 울진이 될
것이며, ‘길 위의 인문학’ 탐방 의미도
바로 그런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
울로 돌아오는 길에 울진 금강송 나무가
우뚝 서서 송홧가루 노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글. 이종주 시인,길 위의 인문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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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 광장

장애학생 통합교육,
학교도서관을 활용하다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장애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그 수치가 무려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장애인 학생 중 일반학교에 다니는 비율

17.3% 1만 3746명
16%

13%

10.8% 6741명
10%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출처 _ 교육과학기술부

이렇게 많은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 보다 일반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장애학생들이 또래 비장애 친구들과의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과 사회 적응력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통합교육이 과연 수업시간에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 수업시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통합교육을 유도 할 수 있는 곳이 더 없을까? 이 물음에 대한 정답으로 나는 학교도서관을 꼽고 싶다.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장애학생들에게 통합교육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학교도서관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행사를 실시하여 장애학생들이 도서관과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
선생님, 이웃학교의 학생 등과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러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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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에 위치한 J 고등학교의 도서관에서는 ‘사제 동행 독서토론’, ‘독서 캠
프’, ‘독서 퀴즈 대회’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한 도서관 안에서 영화 상영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교사와 학생의 자
유로운 감상과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교
도서관은 독서 교육 및 독서 증진이라는 효과뿐 아니라 참여를 통한 대화와 소통이
라는 효과까지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전 참여를 통한 대화와 소통은 비장애
학생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장애학생들에게는 자연
스럽게 사회성과 사회적응력을 배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줄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특정 과목과의 연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 유발, 자기주도
적 학습 지원, 학생들의 과제해결과 정보 활용 능력 배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
에게 교육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학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은 단비 같은 존재가 되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학교도서관이 현재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도서관
연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학교도서관은 전체 도서관의 약 85%에 달하는 수치이
지만, 학교도서관의 전체 예산은 공공도서관과 비교해서 7.2분의 1에 그치고 있고
도서관의 사서교사 혹은 사서의 배치는 약 2.4개 도서관에 1명꼴인 상황이다. 즉 학
교도서관은 저예산과 사서교사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접근성이 고려
되지 않은 곳에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가
대부분인 학교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
진다면 이용자는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동의 제약을 받는 장애학생에게는 더욱더 그러하다. 일
▲

반학교를 졸업한 뇌병변 2급 장애 김모 학생의 “도서관

J고등학교 도서관 주변의 엘레베이터

이 교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은 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한마디는 이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분명 J 고등학교처럼 비교적 바람직한 학교도서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많
은 학교도서관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접근하기 쉬운 도서관의 위치,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의 개발, 합리적인 예산 배정, 그리고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졌을 때 학교도서관은 그 본래의 중요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교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더해졌을
때, 학교도서관에서의 비장애 학생과 장애학생의 진정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글. 이강민 제2기 장애대학생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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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이용자가 바라는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정보 포럼 개최

정보활용교육
5월30일(월) 국립중앙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문

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

화가 낯선 수도권지역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실에서 ‘이용자가 바라

2011.5.29~7.31까지 매주 일요일, 2시간

는 디지털 콘텐츠’란 타이

씩(2~4시) 디지털도서관 소회의실(B2)에

틀로 두 번째 디지털정보

서 “이주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럼이 열렸다. 지난 달 개

실시하고 있다.

최된 첫 번째 포럼이 ‘디지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털도서관의 협력과 발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속에 꼭

이라는 주제로서 디지털

필요한 정보를 도서관을 통하여 얻고, 편리하

도서관의 현재와 콘텐츠에 대한 개괄적 이해의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로 마련된 <

게 사용해 원활한 소통과 문화적인 생활을 즐

디지털정보 포럼 : 이용자가 바라는 디지털 콘텐츠>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콘텐츠란

길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무엇인가에 대해 수요자의 입장으로 생각해 봄으로써, 앞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주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디지털도서관의 미디어

력 상품이 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구축 방향과 서비스의 내용을 가름해 보는 시간

편집실, 스튜디오, 다국어자료실 등을 이용하

이었다.

여 정보활용능력을 높이고 정보의 재생산을

이번 포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먼저 고범석(EBS 방통융합추진단

위하여 영상물제작,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촬

연구위원)위원이 「교육방송의 새로운 도전 : 디지털 학습 생태 시스템(EDRB)」

영기초이론, 영상제작과정 소개, 영상프로그

이란 내용으로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를 만들게 된 이

램의 기획과 구성법, 영상편집, 사진편집, 오

유와 EDRB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

디오편집 등으로 구성되었다.

했다. EBS는 공영방송미디어로 교육방송을 제작, 방영하고, 방영된 프로그램을

수강자들은 재한몽골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

DVD나 파일형태로 상품으로 판매 공급하는 일을 해왔다. 그간 EBS가 방송을 통

업자료를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 또는 아이

으로 내다 팔았다면, EDRB는 리소스 뱅크로서 EBS방송을 클립아트(*영상을 장면

들의 성장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Sequence)단위로 분절하여 색인한 콘텐츠)로 재가공해 콘텐츠로 제공하고, 개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

이나 기업이 콘텐츠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매쉬업(*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혼합

을 받고 있다. 나라별 구성원은 베트남, 몽골,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게 열린 플랫폼을 제공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문

합현상, 소비자의 트랜드 변화 등 급격히 변하는 시장 상황을 살필 수 밖에 없는 콘

화 영상제>를 목표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텐츠 제공 기업의 입장에서 EDRB는 생존을 위한 새로운 활로인 셈이다. 두 번째

▶ 디지털정보이용과 02-590-6306

로 발표된 이재진(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전략기획실)실장의 「한국데이터베이스
DB·콘텐츠 고도화 전략」에서 우리나라 민간 DB서비스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
고,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공공 DB의 현황과 앞으로 공공 DB를 민간에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공유저작물(*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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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의 활용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소치 일가의 화맥과 남도화단」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인문학 강좌 개최

이번 포럼에서 원 자료를 바로 디지털화하여 콘텐츠로 제공하던 초기 콘텐츠 서비
스방식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기존 콘텐츠를 재개발하고 재해석하여 새

6월 16일(목)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디

로운 콘텐츠를 어떻게 “융합형 DB서비스”를 할 것 인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털도서관 대회의실(지하3층)에서 「소치 일

▶ 디지털정보이용과 02-3483-8847

가의 화맥과 남도화단」을 주제로 인문학 강
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강좌는 조선 시대에
지방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중앙의 서화계에

「제3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 공모」

서 인정받고, 다시 지방에 직접적 영향을 끼

입선작 발표

친 화가인 소치 허련과 그 일가 3대의 화맥,
그리고 남도 화단에 대한 내용으로 김상엽 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도서관 선진

화재 감정관(『소치 허련』저자)의 강의로 이

화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루어졌다.

2009년, 2010년 이어 「제3회 대학생 및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 공모」

소치 허련은 궁벽한 유배지 진도에서 태어나

를 실시하였다.

중앙의 인정을 끊임없이 추구했고, 마침내 헌

지난 5월 한 달간 총10편의 논문이 응모됐으며,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

종 앞에 나아가 그림을 그리며 최고 상류층

성된 심사위원회의 구성하여 진행한 예선과 본선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

인사들과 교류했던 화가이다. 최고의 양반 가

로 국립중앙도서관장상 5편이 선정되었다. 세부 시상별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

문 출신 천재였던 추사 김정희를 스승으로 모

편, 장려상 3편을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300만 원~100만 원의 상

시며 이름난 화가로 입신한 그는, 추사로부터

금을 수여한다. 또한, 9월중 앞서 선정된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수상자와 함께

“압록강 동쪽에는 이만한 그림이 없다”는 극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찬을 들으며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린 화가로

선정된 논문은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주요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도서관

도 유명하다.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웹진을 통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전남 진도·목포·나주
일대에서 6월 24일(금) ~ 6월 25일(토)에
실시하는 ‘길 위의 인문학’의 효율적인 탐방

입선논문

시상 구분

성명

소속

논문 제목

을 위해 현장 탐방 주제와 연관된 사전 강좌
로 마련되었다. 강좌를 통해 탐방지역과 인물

최우수

김상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아프리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수출 전략

윤재관 서울대 정책학과 석사과정 (LES) 연구

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짐으로써 더욱 더 알차
고 의미 있는 탐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김민수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장려

이승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사서교사 배치기준

문헌정보교육전공

개선에 관한 연구

정상권 한성대 지식정보학부
배경록 배재대 전산전자학과

장려

▶ 사서교육문화과 02-590-0551

의 서가 위치에 따른 이용빈도 차이 조사를 중심으로

공주대교육대학원

원승환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장려

도서관의 장서 이용 효율성 극대화 방안 연구 : 도서

하이브리드 도서관 설계원칙에 기반한
도서관에서의 E-book zone 구축에 관한 연구

권소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동기요인 충족도와 정체성에

연지은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 도서관연구소 02-59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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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립도서관

지역자료 수집 활성화 회의 개최

사서 교환 연수 실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역대표 도
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자료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5월 27일(금) 부산
시립시민도서관에서 개최된 이
번 회의에는 각 지역대표 도서관
인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대전한
밭도서관, 제주한라도서관, 대구
한ㆍ중 국립도서관 간 도서관 전문인력의 상

광역시립중앙도서관, 전북도청도서관 담당자와 국립중앙도서관의 담당과장, 사무

호교류를 통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

관, 담당자 등 11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2010년 지역자료 수집 추진실적과 활동내

해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중 국립

역에 대한 보고 후 2011년 지역자료 수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

도서관 간 사서 교환 연수가 2011년 6월부

역자료 납본수집에 대한 현안 문제로 지방 행정기관의 경우 발간과 동시에 배포가

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되었다. 2010년

이루어져 납본 2부와 자관 소장 자료까지 확보해야하는 어려움, 지역 공공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이현진 사서의 중국 국가도

폐기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일 경우 기증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으

서관 파견에 이에 올해는 중국 국가도서관 외

나 실적이 미비한 점, 학술행사, 세미나 등에는 자료 수집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수

국도서수집목록부 이길자 부연구관원이 국립

집해야 하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수집에 대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특

중앙도서관으로 파견되어 6월부터 8월까지

색자료(향토자료 등)와 회색문헌 등의 납본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직접 자료 수

3개월간 연수를 하게 된다. 연수내용은 국립

집이 어려울 경우 발간 자료 정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통보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 정리, 보존 및 이용

납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출판사와 행정기관에 납본 안내 및 납본 협조공문

서비스 등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이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본 홍보 방안을 협의하였다. 향후 관할지역 출판사 및 학술

다. 업무담당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실

단체·연구기관 주소록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에 2차 회의를 개

무차원의 연수가 이루어지고 노하우 습득으

최하여 지역자료 수집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로 업무 전문성의 질적 향상 및 도서관 발전

▶ 자료기획과 02-590-0609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2

시멘틱 웹 교육 실시
시멘틱 웹을 주제로 한 직원교육이 6월 13일(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박진호 전문연구관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시멘틱 웹의 개념과 웹, 브라우저, 검색엔진 등의 역사, 클라우드 컴퓨
팅까지 웹의 플랫폼화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시멘틱 웹의 주요 기술사양
인 XML, RDF, OWL, SPARQL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도서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
▶ 디지털기획과 02-59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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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이퀄라이저’다
서가마다 필요한 책들이 채워지고
채워진 책들이 저마다의 제소리를 낼 때
그 책들의 소리를 조율하여 들려주는 도서관은 ‘이퀄라이저’다.
글. 그림 나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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