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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어린이도서관‘모두’ }

국내 최초 다문화도서관, 다시 말해 다문화도서관 1호점인 어린이도서관 '모두'. 다문화가
정엄마들과어린이들, 그리고지역의주민들이모두어우러져세계여러나라의문화와동
화를모두나누는곳이기에'모두'라는이름이그리도잘어울리는것이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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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우문고」
는 1996년 11월 시사만화가

과 대구의 거리풍경, 주택가, 야시장의 모습뿐만 아

고바우 김성환(갏星煥) 화백이 376점의 자료를 기증

니라, 1951년 중공군과 공산군에게 살포한‘귀순권

함으로써 설치된 개인문고이다. 국립중앙도서관 5층

고 삐라’
와 군·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작한 포

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성환 화백의 만화 원화, 병풍,

스터,‘육군화보’등 가치 있는 자료들이 매우 많다.

도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김성환 화백은 1949년

또한 50년대 가정만화를 지향하던 고바우가 경무대

작가로 데뷔하여 현재까지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

필화사건, 60년대 인혁당사건, 유신독재에 대한 대

고 있으며 자료 기증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항내용을 4컷 만화를 통해 정치적 풍자만화가로 변

「고바우문고」
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에는50년대부터

해가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70년대에 초중

90년대까지 시대별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어 만화사

고 시절을 보낸 중장년층에게는 젊은 시절의 향수를

및 시사문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느낄 수 있는‘꺼꾸리군·장다리군’
,‘소케트군’등

있다. 소장자료 중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피난지 부산

의 만화와 영화포스터도 전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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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문고

자료 문의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정보과 지도자료실 (02-59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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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다문화도서관
내가 대학에서 소수인종, 소수민족과 관련된 과목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만 해도 한국 사회는 아직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이민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을 한국에서 뭐 하러 가르친담.
그런데 첫 해에 겨우 폐강되지 않을 정도의 숫자만 신청을 하면서 진행되었던 그 과목은
해가 가면서 신청 학생의 숫자가 조금씩 늘었고, 이제는 이민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과목을 하나 더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관련된 과목을 새로 개설했다.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늘었다는 얘기고,
또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의 물결을 타고 인종·민족적 소수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그 강좌를 처음 열었던 90년대 중반에도 이미 20만 명이 넘는 이
주노동자가 한국 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다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일이 아니라 적어도 십 수 년 전부터 존재해 왔던 현상인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
도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지만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못 받는
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곧잘 소개되었고,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준다거나 자꾸 때린다는 얘
기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 때에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었
으며, 그 후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서 40만 명이 넘었을 때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
다. 그러다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국제결혼의 비율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외국에서 시집온 결
혼이주여성의 숫자가 늘어나자 비로소 다문화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이제는 거의 아무도 다
문화를 부정하지 않는 정도가 되었다. 왜 그럴까? 왜 이주노동자의 숫자가 40만 명이 넘을
때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다가 결혼이주여성이 채 10만 명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다문
화를 찬양하기 시작했을까?
아무리 봐도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대상 집단을 차별하는 다문화주의인 것 같다. 그동
안 20여 년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했고, 이제는 6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는 아무리 봐도
다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향후의 노동력 수요를 예측해보
면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줄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도 그들을 위한 다문화는
없다. 게다가 6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 2만 명이나 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북한이탈주
민, 그리고 2천 명이나 되는 난민 및 난민지위신청자들을 위한 다문화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비록 결혼이주여성의 숫자가 16만 명에 달하고 그에 따른‘혼혈’아동들의 출생이 늘
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수의 다른 이주민들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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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실은 뒷전에 두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만이 쏟아져 나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다문화적이지도 않다. 한쪽에서는‘베트남에서 시집와서
고생하는 착한 농촌 며느리’
로 정형화된 불쌍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실행되지만, 다
른 쪽에서는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이 진행
되고 있는 현실은 대상 집단에 따라 차별하는 분할통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연구를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들를 일이 자주 있는데, 그 동네들 중
에 꽤 여러 곳에 다문화도서관이 생겼다. 요즘에야 다문화나 다문화도서관이라는 표현이 별
로 낯설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다문화 어쩌고 하면 차(茶)를 마시는 문화냐, 다문화도서
관은 다도(茶道)에 관한 책들을 모아둔 곳이냐고 진지하게 묻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며 농담을 나누기도 했다. 뭐, 괜찮다. 아직 다문화의 초기 단계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다.
정작 문제는 도서관의 이름이 아니라 현실이다. 동네의 특성상 결혼이주여성은 거의 없
고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주노동자인 곳에 위치한 어느 다문화도서관. 일요일 오후에 들른 그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입구에 서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안쪽이 조용했다. 명
상이나 참선을 하는 곳인가 싶을 정도였다. 그러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런, 아무도 없는 게 아
닌가.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는 직원이나 사서도 없었다. 일요일 오후면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고 종교활동도 마친 시간일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다.
즉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다문화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동네, 이주노동자들이 꽤 많이 살던데, 그리고 시설도 좋고 책도 꽤 많던
데, 도대체 왜...
다 아는 얘기지만, 문화는 하드웨어만 갖춘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책값이 비싸서 또는 좋은 책이 출판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마
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이 다문화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시설이 나쁘거나 원하는
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물론 아직 책이 적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이유는 그게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한국인의 노동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을 노동해야 한다면,
이라고 한국인이 회피하는 열악한 현장에서 힘들게 노동을 해야 한다
그것도 소위‘3D 산업’
면, 게다가 미등록 체류자여서 강제 단속을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면 일요
일 오후에 한가롭게 도서관을 들락거릴 여유를 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소수자문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곳곳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도서
관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 물결에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다문화도서관을 맘껏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깨달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새 도서관을 예쁘게 짓는다고 해서, 새 책을 많이 갖다 둔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책 읽을 엄두도 못 낼 만큼 꼭 그렇게나 오래 일을 시켜
야만 하나, 십 수 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미등록노동자라고 해서 단속 때문에 도서관도 못가고
숨어 지내야만 하나. 우리가 다문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에도 이주노동자들의 힘겨
운 노동은 계속되고 있고 강제단속은 현재진행형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아니면 아무도 기억
하지 않는 다문화, 이건 곤란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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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로 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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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9일 처음 문을 연 다문화어린이도서관‘모두’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이
다. 12개국 언어로 된 다국어 도서와 국내 아동도서 17,000여권(국외서 6천여권 포함)을 다문화가정 엄
마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지역의 선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여러 나라 동화를 함께 읽으며 문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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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서관‘모두’
에 따라붙는‘국내최초 다문화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자
랑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다. 왜냐하면 외국인 120만의 사회
(2010년 현재), 그중 정주 외국인인 결혼이민자가 12만을 넘고, 다문화가정에서 태어

난 자녀가 10만 이상인 현실에서 1호점이 아닌, 100호점으로 생겨난 도서관이면
더욱 행복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알리고, 여러 엄마나라의 문화를 통해 다양성을 나누
고 싶어 문을 연 다문화어린이도서관‘모두’
는 전체가 50평인 작은 도서관이다.
1개의 일반열람실과 1개의 유아방(그림책방), 2개의 프로그램실이 마련되어 있고,
다문화가정과 한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
일랜드키친은 일반 도서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독특한 공간이다. 이곳에
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과 한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아이 키우는 이야기, 남
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가벼운 고민거리 정도는 함께 수다로 풀어내곤 한다.
‘모두’
를 돌보고 살피는 사람들은 자원활동가들이다. 물론‘모두지기(모두도
‘
서관을 지키는 사람들의 약칭)

라 불리는 상근 인력이 2명 있지만, 등록 자원활동가만

170여명,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는 자원활동가 50-60명의 에너지 없이는 문을 열
수가 없다. 얼마 전, 자원활동가들의 활동시간을 계산해 보았더니 한 달 중 20일
을 자원활동가의 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했다.
의 하루
그리고 후원회원 700여 명(2010년 4월 현재)의 든든한 지원으로‘모두’
는 채워진다. 가난한 도서관인‘모두’
에 월 5천원 이상의 기부금을 후원하고, 여
러 나라의 책을 부지런히 읽고, 자원활동가로 도서관을 돌봐주기도 하며,‘세계
동화구연대회’
‘다문화축제’
등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두 팔 걷어붙이고 함께
거들어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이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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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다양성의
길을 찾다

한 사람의 문학적 경험은 그 사람 자신의 문화적 소양이 높아짐
은 물론이며, 다른 사람과의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
상력을 발현시키고,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동화다. 동화를 통해 상상하고, 동화속의 세상은
아이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는 든든한 배경지식이 된다.
다문화어린이도서관‘모두’
에서는 책을 통해 아이들을 키
우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한문화가정의 어린이를 내
아이, 네 아이,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의 아이로 함께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다양한 나라의 동화를 다문화 엄마들이 직접 읽
어주고, 한문화 가정의 엄마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한
국동화를 읽어주는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려고 노력한
다. 동화를 읽고 나서, 함께 하는 각 나라의 전래놀이는 어린이
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독특한 체험을 함께 하게 한다. 책 속에
서 만난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들로 이미 우리 어린이들은 문
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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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어우러짐이
자연스럽다

는 모든 어
1:1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인‘나만의 책친구’

다문화가정과 한문화가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방 같은 도

린이들에게 도서관을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중점 프로그램이

서관인 다문화어린이도서관‘모두’
는 다문화인과 한문화인

다. 한 달 4회기로 이루어져 있고, 각 주차마다 책을 읽어주는

이 함께 어깨를 부딪치며 책을 읽고 먹거리를 나누고, 같은

역할을 하는 대학생 자원활동가와 어린이는 책짝꿍이 된다.

공간을 점유하며 지낸다. 이는 이전 어느 공간에서도 맛볼 수

책을 읽어주고 무언가 가르치려는 티칭의 개념이 아닌 책읽

없었던 어우러짐의 아우라를 형성시킨다.

기의 안내자 책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책을 통

초등 6학년인 이란친구 사라와 한국친구 한밀이는 노트

해 대학생 자원활동가와 어린이는 서로 소통의 관계를 배우

한 권을 함께 공유하며, 둘 만의 이야기를 쏟아놓는다. 서먹

게 되고 이는 책읽기에 폭발적인 흥미와 지속적인 성장을 가

한 인사로 시작한 둘의 비밀노트는 학교에서 일어난 소소한

져오게 되었다. 무엇보다 다문화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

일상까지 나누는 사춘기 소녀들의 수다방이 되었다. 베트남

분인 언어자극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안정과 자연스런 언어

엄마 하잉씨와 한국 엄마 유훈희씨는 아이 키우는 이야기부

교정의 효과로 모두의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터 시작해서 신종플루 이야기, 시댁과 남편에게 서운했던 이

이와 함께 미취학 다문화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

야기 등 글을 통해 속마음을 나눈다.‘우리둘만의 비밀노트’

육프로그램‘또래오래’
는 나만의 책친구 프로그램과 각종문

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글을 통해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

화체험 (음악놀이, 인지놀이, 책놀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되었다.
친구가 된 이들은 함께, 다같이, 모두가 되었다. 어린이
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서로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다를 뿐이
지,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 다름마저도 희석시키게 되었다. 다문화
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며 보듬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다국어책이 있는 국내 최초의 도서관에서 다문화동화를 읽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
니다. 그럼에도,‘모두’도서관의 다문화동화 읽어주기 프로
그램인‘함께 떠나는 엄마나라 동화여행’
이 주목을 받고 있
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주체가 다문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몽골동화를 몽골어와 한국어로 읽어주는 초기 엄마나라 동화
여행의 형식을 통해 다문화어머니들은‘나도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자리를 찾고,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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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변화와 주체적인 역량을 키움으로써 스스로 잘 할 수 있

은 물론이고, 이들이 만들어낸 다문화 인형극공연을 보면서

다는 자존감이 형성되었고, 그 자녀의 자존감도 동반 향상되

도서관의 여러 나라 어린이와 다문화가정, 한문화가정, 이주

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또 도서관에 오는 모든 어린이

노동자들까지 그 훈훈한 에너지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함께

들에게 엄마나라에 대한 문화를 존중하게 되며, 세계 여러 나

살아가는 이웃임을 실감하게 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라의 말과 글을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다문화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 남편들은 신문기사 등
의 언론에 노출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사회활동을

다문화사회의 주인은

동의하고 인정하여, 모어보육의 필요성 부분에 동의를 끌어

바로 우리,

내는 효과까지 창출하였다.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들자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꼽는 것은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한국

다문화어린이도서관‘모두’
는 이렇듯 다문화사회에 대한 마

인의 단일민족의 우수성이나 순수 혈통주의와 같은 것이다.

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크고 작은 변화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문화사회, 다문화서비스 등의 말을 들

이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 내고 있다. 도서관이라

으면 곧바로 다문화가정 혹은 이주여성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는 열려 있는 공간에서 함께 부대끼며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

지역사회내의 작은 다문화사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

한 것은 배타적 순수혈통주의에 기반한 대다수의 한국인의

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역사회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사립

의식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한문화가정도 함께 참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

도서관, 기타 유관기관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각했다.‘함께 떠나는 엄마나라 동화여행’
을 인형극으로 만

끊임없는 도약과 변화를 열망하는 눈빛을 보았다. 2010년, 그

들며, 함께 동고동락한 한국어머니들과의 작업은 한문화가정

리고 2011년~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로 좀 더 확장되고 소

의 참여를 반영시킨 소중하고 유일한 경험이다. 한국, 몽골,

통되기를 바란다. 다문화와 관련된 민간기관과 공공도서관들

베트남, 필리핀 등 8개국 어머니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경험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손을 맞잡고, 든든한 다문화 네

을 통해 다문화어머니들은 비로소 한국문화에 한 발 가까이

트워크를 촘촘히 만들기를 원한다.

다가서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소유하게 되었고, 자신의 현재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상황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세워 주체적으로 다문화사

없다. 아이를 키우는 다수의 한문화 어머니들의 생각들이 변

회의 선도자가 되었다.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자

화하고, 그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중

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다 보면, 그 따뜻한 마음이 두 배

요하다.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한문화 다문화 어머니들 모두

라,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바라보며, 이러한 의식을 가

서로가 서로에게 문화를 배우는 동안 문화적 우월감이나 소

진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한다.

외감 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모든 어머니가 한데

결국 이런 다문화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끌어 나가는

어우러져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다문화를 알리게 되는 지

것, 지역 사회 여기저기에 다문화어린이도서관‘모두’
와같

역 속의 다문화사회가 만들어졌다.

은 공간을 만들어 내고 키워가며, 결국 그 공간의 주인이 되

다문화 인형극공연인‘함께 떠나는 엄마나라 동화여행’

는 것은 다문화가정도 한문화가정만도 아닌, 우리 모두임을

은 지역사회에 다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문화 인식개선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

의 성과가 되었다. 소중하고 따뜻한 경험을 한 교육당사자들

까 하는 제안을 드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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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다문화사회 도서관서비스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무
수
비
메
노
카
이

일본의 다문화 도서관서비스 활동은 1986년 동경에서 열린 국제도서관연맹(IFLA)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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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다문화도서관 분과가 창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무수비메(むすびめ)’
란 연결고

는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의 문제

리인 매듭을 의미하며, 도서관과 외국인주민을 연결해 주는 모임이라는 뜻에서 명명
한 이름이다. 20년의 역사를 갖는 이 모임의 회원은 현재 250여명이다.‘도서관과 일
본 거주 외국인을 연결해주는 사람·말·생활·책·정보의 통신’
을 부제로『무수비

‘다문화서비스’
를 말할 때, 일본에

가 있다. 즉,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부(負)의 유산
으로서 재일교포(재일 한국·조선인), 중국·대만

메 2000』(ISBN 1883-1230)을 연4회 발행하고 있다. 1999년 2월부터 메일링리스트

인의 존재가 있다. 뉴커머 외국인이 증가하기

‘Lincs-L’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homepage3.nifty.com/musubime)

까지, 일본인과 (외모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그들

를 통해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서비스에 눈을 뜬 이웃나라 일본

은 정부시책에서 방치되어 왔다. 그들의 오랜

의 사례를 알아본다. <편집자주>

‘권리획득 운동’
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도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IFLA 동경대회에서, 일본의 도서관계는 언어

⊙

다른 행정부문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서비스 또한, 오랫동안‘소수자의

적 소수자인 그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해 왔

언어와 문화를 지원하기’
보다‘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측 사회에 동화시키기’
에

는지 지적을 받았다.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대량의 이민·난민의 발생

⊙

과 외국인노동자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변화 속에서 캐나다와 호주에서의 정

교포들의 일본어가 모국어가 되기까지의 언

부차원의‘다문화주의 정책’
이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이러한 국가들에서 다양

어·문화의 상실 경험과 운동은, 뉴커머의 부

한 문화와 언어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국어자료를 제공하려는 도서관인

모와 자식을 둘러싼 상황개선에 있어 한발 앞

들의 시도로부터 도서관의‘다문화서비스’
는 비롯되었다.

선 안내자가 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는 메이

⊙

일본의 경우, 1986년에 열린 국제도서관연맹(IFLA) 동경대회가‘다문화

‘지금은 3세, 4세의 세대가 된 재일

(
는일
지정부 이래의 정책으로, 아이누어‘아이누’

서비스’
의 출발점이었다. 그 후 오사카(大阪)에서 도서관학을 가르치던 후카이 요코

본 홋카이도(겗海島)의 원주민)를

(深井耀子) 교수가 1989년‘다문화서비스 네트워크’
지를 창간하였고, 1991년 무수비

의 역사와 상황이 가로놓여 있다.

메노카이(むすびめの會)가 외국인 주민을 비롯,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갖는 사람들

⊙

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배우고 행동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현재

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전국의 공립, 대학, 전문도서관 사서 등을 중심으로 회원수는 약 250명에 달한다.

위해, 외국인 주민도 내고 있는 세금을 돌려 주

일본도서관협회에도 2002년부터 다문화서비스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공립도서관은 각 지역

있다. 2006년 IFLA 서울대회에서는 주민의 15%가 외국인이라는 군마(群馬)현 오

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비율에 따른

오이즈미쵸(大泉町) 도서관과 재일(在日) 미얀마인들의 사립도서관에 대해 발표를 하

모국어 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할 것을 주장하

였다. 서울대회 참가 시에는 재한 미얀마인들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교류를 하기

고 있다. 다음에 한 전문도서관의 활동을 소개

도 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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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비메노카이’
는 다양한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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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 국제교류기금 관서국제센터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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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기금은 1972년 일본의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외
무성 소속의 특수법인 (현재 독립행정법인)이며, 국제교류기금 관서국제센터는 1997년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일본어 연수시설로 설치되었다. 관서국제센터(이하,‘관서센터’
)는 해외의 외교관, 공무
원, 일본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 및 대학원생, 사서, 학예사를 대상으로 일본어교육을
실시하며, 해외에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고교생부터 대학생 대상의 일본 연수를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에서 중요한 것은 누
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며,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장소

실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관서센터 도서관은 동 시설 내에 설치되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일본에 관한 다언어

이용자가 다양한 언어배경을 갖고 있기는 하

자료와 일본어연수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전임사서 2명, 파견사서 1명

나, 우리 센터내에서의 공통언어는 일본어다.

의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장서 수는 2010년 6월 현재 약 46,000책이다.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시에는 가능한 한 쉬운

주요 이용자인 외국인 연수참가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
기로 한다.

일본어로 천천히 말하도록 한다. 체재기간이
짧은 연수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수자를 대상
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도서관 실내를 함께 돌

우리도서관 이용자의 특징은 ● 공통언어가 일본어이며 ● 일본 체재기간이 정해

아다닐 때,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연수 참가

져 있고(10일간~8개월) ● 일본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다양하며 ● 자국에서 입수할

자가 있으면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어가 어려

수 있는 일본 정보의 한도를 알고 있는(대학생 이상) ● 연간 약 500명의 연수 참가자

워 잘 듣지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 것이기 때

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약 50개 언어권에서 참가하고 있다.

문이다. 대출 책수나 대출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므로 도서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손짓 발짓으로,“여기는 안내 데
스크입니다. 이용증과 책을 올려놓습니다.”
라
고 하면서 안내 데스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빌립니다”
,“반납합니다”
는 매우 어
려운 일본어여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적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려워 안내데스크
앞에서 긴장하는 이용자도 많다. 그런 사실을
알고 먼저“책을 빌리겠습니까?”라고 묻거
나, 안내데스크 앞 의자에 앉히고 마음을 진
정시키도록 할 때도 있다.

관서국제센터 도서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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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는 도서관 안내 팜플렛은 일본어판, 영어판, 중국어판, 인도네시아어판이
있으며, 일본어판의 한자에는 독음을 붙여놓았다. 서가 안내판도 일본어, 독음을
적어놓은 한자, 그리고 영어로 표기해 놓았다. 도서관 서가 사이를 돌아다니며
설명하고, 이용이 많은 서가에서는 흥미 있을 법한 책을 펼쳐 보여주며 구체적으

도서관내에서 칠월칠석을 즐기는 외국인 이용자들

로 설명을 해 준다. 그러면 읽고 싶은 책에 대한 질문이나 서가의 책을 빼보기도
하는 등 그들이 도서관 책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보검색 가이드

대학원생, 대학생 연수 참가자는 일본연수에 관한 연구

일본 도서관의
게이트웨이

연수 참가자의 도서관 체
험은 매우 다양하다. 예

주제 등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자료를 필요로 한다.

를 들면, 대출을 하지 않

일본 체재기간은 정해져 있고 관련자료의 수집의욕이 높

는 도서관, 대학기숙사내의 PC에서 대학도서관

으므로,‘연수에 도움이 되는 정보검색 사이트 안내’
를 하고 있다. LL 교실에서

의 전자잡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컴퓨터를 사용하고, 연수기간 중 및 귀국 후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일본의 편

연체시에는 벌금제도가 있는 도서관 등.

리한 웹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연수 참가자에게 일본의 도서관 이용은 우리도

‘도서편’
에서는 우리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전문자료를 찾아 상호대차를
할 수 있도록 NACSIS-Webcat

(일본의 대학도서관 소장DB),

NDL-OPAC(국립국회도서관

서관이 처음인 사람도 많다. 연수중에 국내의 공
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기회도 있기 때

소장DB), 오사카(大阪)부립도서관 횡단검색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문에, 우리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도서관

자국에서 상호대차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상호대차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 온

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즉,

사람은 이 서비스에 크게 놀라워한다. 배포 인쇄물에는 검색에 사용하는 새로운

우리도서관의 오리엔테에션은 일본의 도서관 이

단어 리스트를 만들어, 음을 적어놓은 한자와 영어도 병기하고 있다.

용 안내도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잡지편’
은‘도서편’
을 교육한 지 1~2주 후에 실시한다. CiNii(일본의 학술잡지논문
DB),

J-Stage(일본의 자연과학계 잡지논문DB)의 잡지기사 검색을 소개하고, 마지막에 일

본의 연구자정보 ReaD를 안내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 다문화서비스

다양한 문화배경을 갖는
외국인 이용자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또한, 일본어를 입력할 때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영어로 입력할 때의 차이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다문화서비스라고 한다.

를 설명하고, 각 웹 사이트에 영어판이 있다는 것도 설명한다.

우리도서관은 일상적인 도서관 서비스에서 다문
사서 일본어연수
프로그램

국제교류기금은 1990년부터 사서 일본어연수를 실시하

화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여,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관서국제센터에서 연수를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일본의 도서관

실시하고 있었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총 7명의

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평상시의 도서

사서가 관서센터에 참가한 실적이 있다. 이 연수는 해외 교육기관과 학술연구기

관 서비스를 통해 실감하고 있다.

관의 부속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사서로서 업무상 일본어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매년 약 10명 정도)을 약 6개월간 일본에 초청하여 일본어 집중연수를 실시하는

우리들 사서는 일본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프로그램이었다. 사서로서의 업무에 필요한 일본어 습득과 일본의 도서관 실습이

외국인 이용자와 유학생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연수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통합되어, 사서는 2009

전할 수가 있으며, 도서관자료가 그들의 연구와

년부터‘문화·학술 전문가 일본어연수’
(2개월 코스, 6개월 코스)에 참가할 수 있다.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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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 나는 도서관을 이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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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집으로 편지가 날아들었다. 영등포 문래동 도서관에서 보낸 것이다. 그 편지봉투를 본 순간 나는 직
감했다.‘이 녀석이 또 책을 반납하지 않았구나’라고. 우리 집 큰 녀석이 매번 도서
반납을 늦춰 가끔씩 오는 편지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빌려간 도서 반납기일이 지났
으니 빨리 반납해 달라는 요청 편지였다.

우리 집 큰 녀석은 책을 무척 좋아한다. 내가 읽는 책이든, 학교 도서관 책이든, 마을 도서관 책이든 가리지
않고 읽는다. 한번은 이 녀석이 자꾸 내가 보는 책을 가져다 보기에,“그 책은 아직
네가 볼 때가 아니다”
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아빠, 나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어렸을 때, 아들 녀석처럼 가리지 않고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때 괴테의『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을 읽고 받은 인상이 너무도 강렬하여 아직도 기억이 나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나는 아들 녀석이 어떤 책을 읽건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책을 빌려다 읽고서
반납을 하지 않아 재촉 전화나 편지가 오는 것을 볼 때면 혼을 내곤 한다.

하지만,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아들 녀석은 문래동 도서관을 끊임없이 들락거린다. 책을 빌리기도 하고, 열
람실로 학교 시험공부를 하러 가기도 한다. 아들 녀석이 도서관을 다니지 않으면 불
안하다가도 도서관 간다고 하면 안심이 된다. 도서관에 가서 딴 짓을 하더라도 결국
책을 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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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려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책을 무척 좋아했음에도 책을 구하기 힘들었다. 도서관도 없
었고, 책도 변변한 것들이 없었다. 그래서 주변에 책이 있으면 수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가리지 않고 읽었다. 그러던 내가 도서관을 처음 접한 것은 청소년기다. 하지
만, 그 때 도서관을 간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책을 읽으러 가기보다는 학
교와 입시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에 들어와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 있
을 때보다 학교에 가지 못할 때 도서관을 애용했다. 학생운동으로 쫓겨다니다보니
학교에 못 들어갈 때가 많았고, 그 때마다 정독도서관이나 사회과학도서관, 영등포
시립도서관 등을 다녔다.

그때 도서관에서 많은 책과 각종 자료를 찾아, 그것을 읽고 정리했다. 그 때야말로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이용
했던 시기였다. 철학서, 정치 . 경제이론서, 역사서 등등... 학생운동으로 책 읽을 시간
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쌓였던 지식에 대한 갈증을 그 곳에서 풀었다. 어떤 책을 찾
아보다가 호기심 가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오면 그 책을 읽느라 시간을 보냈다. 그
렇게 비효율적인 독서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 때 나는 더 많고 큰 눈을 뜰 수 있었다.

요즈음 젊은 세대는 책을 보며 연구하지 않는 것 같다. 인문학이 뜬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같은 40대 중
반 이후 세대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영역
외에는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의 발달로 궁금한 것
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을 하면 금방 나오는데, 굳이 지식을 머리에 넣고 다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 세대에게 도서관은 너무도 가까이 있지만, 반대로 너무도 멀리 있다. 스마트폰이 도서관이
고, 노트북이 도서관이고, 마을 도서관도 곳곳에 있다. 도서관이 너무 가까이 있어
도서관과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이다. 희소가치가 없으니 절실함도 없는 것이다.
도서관은 공기처럼 그저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도서관을 대신하고 있을까? 검색을 통해 얻은 지식이 책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나는 많은 책을 읽으며 그 주제에 관한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그 책을 쓴 필자의 생각과 문화를 접했다. 아
니, 그 주제를 논증하기 위해 필자가 동원한 더 많은 지식과 문화, 철학을 접하면서
때로는 감탄했고, 때로는 희열을 느꼈다.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찾고자 했던
책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에 흥미를 느끼고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을 경험했다. 새로운 문화와 철학을 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지
식은 광범위해지고, 통찰력은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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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식과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은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물론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노트북 검색을 통
해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들이 책속에서, 또 도서관에서 느꼈던 희열과 감동을 맛볼
수 있을까? 자기가 원하는 지식,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뿐이라는 생각이 지나친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보 검색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책의 저자가 주제를 논증하기 위해 펼쳤던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철학, 그리고 문화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자기가 찾는
책을 찾다가 우연한 호기심으로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인터넷
을 통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원하지 않던 그러나 꼭 필요할 수
도 있는 지식을 얻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지식과 정보에 대한 편식은 더 심해지
고, 다른 철학과 문화, 생각을 접하고 고민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예쁜 여학생을 먼발치에서 보기 위해서라도 그 열람실을 찾았던 추억도, 우연히 발견한 책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던 감동도 없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
는 수단일 뿐,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터미널이나 허브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사
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지식의 편식만 늘어갈 뿐 새로운 세상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하지 않는 지식과 정보를 만나는 걸 강화해야 한
다. 새로운 철학, 문화, 지식과의‘우연한 마주침’
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차가운 지
식과 이성에서 훨씬 더 정감 있는 지식과 문화를 접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지식의
편식과 죽은 지식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난 도서관이 이걸 해 주길 바란다. 도서관이 우리 생활에서 좀 더 가까이, 그리고 편리하게 존재하기
위해 더 많이 생겨나고, 디지털화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생각이 숨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원한다. 시청각자료 구비와 디지털화에 머물지 말고 시간여행과
체험여행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었으면 한다. 도서관에서 미국도 체험할 수 있
고, 베트남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말이다.

지금의 시대를 융복합의 시대라고 하는데, 도서관과 박물관, 체험마을 등이 융복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도
서관을 상상해본다. 죽은 문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도서
관을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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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여유와 혜안을 드리는

‘길 위의 인문학’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조선일보사 및 교보문고와 함께‘길 위의 인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책 속에서 인문학을 구하기보다는 현장의 인문학, 쉬운 인문학, 생활속의 인문학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생각하는 힘,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중
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주요 문화사업이다.
⊙

이 프로그램은 인문학 저서와 선현들의 자취가 깃들어 있는 현장을 전문가와 독자가 함께 찾아

가는‘인문학 탐방’
, 인문학 대표 저자들과 독자들이 숙식을 함께 하며 토론하는‘인문학 캠프’
, 인문학 유명
작가들을 초청, 전용열차로 여행을 하며 인문학 현장을 찾아가는‘인문학 기차여행’
, 인문학을 주제로 강연
과 공연이 어우러진‘인문학 콘서트’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은 2월 17일 오후 2시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를 시작
2010‘길 위의 인문학’

으로 그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영산대 김용석 교수의 기조강연‘인문학의 자성 그리고 일상
과의 화해’
를 비롯하여, 주제토론으로‘인문적인 것에 대하여’
(강원대 신철하 교수),‘길 위의 인문학, 소통의 인
(우석대 박상익 교수),‘
『인문학의 자성 그리고 일상과의 화해」
를 읽고’
(고려대 조성택 교수)가 있었다.
문학’

⊙

6월에는 디지털 북카페에서 문학, 음악의 향연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인문학 여행」
‘문학, 소리로 읽다’
를 운영한다. 김수이 문학평론가(경희대 교수), 백지연 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사회로 시인 마종기, 소설가 하성란, 시인 정호승 등 인지도와 작품성이 높은 작가 세 명을 초청,

작가와 저서에 대한 주변 이야기를 대화형식으로 음악 프로그램과 함께 6.10~6.24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3회 운영한다. 작가별 프로그램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일시 6.10 l 목 l 15:00

일시 6.17 l 목 l 15:00

일시 6.24 l 목 l 15:00

작가 마종기

작가 하성란

작가 정호승

소개저서

소개저서

소개저서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l 시작 에세이

식사의 즐거움 l 장편소설

내가 사랑하는 사람 l 시선집

주요저서

주요저서

주요저서

시집 l <조용한 개선>, <안 보이는 사랑의

시집 l <조용한 개선>, <안 보이는 사랑의

시집 l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나라>, <그 나라 하늘 빛>, <이슬의 눈>,

나라>, <그 나라 하늘 빛>, <이슬의 눈>,

<새벽편지>,<사랑하다 죽어버려라>,<외로우니

<우리는 서로를 부르는 것일까>,

<우리는 서로를 부르는 것일까>,

까 사람이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 등

<하늘의 맨살> 등

<하늘의 맨살> 등

시선집 l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시작 에세이 l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등

시작 에세이 l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등

어른을 위한 동화집 l <항아리>, <연인> 등

사회자 김수이 l 문학평론가

사회자 백지연 l 문학평론가

사회자 백지연 l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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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인문학’탐방 연간 프로그램
월

둘째 주 주제

3월

●

서울성곽 탐방-역사를 걷는다

4월

●

5월

지역

넷째 주 주제

지역

서울

●

인문학, 퇴계 이황의 길을 따라 걷다

안동

남한산성, 벼랑 끝에서 꽃을 피우다

광주

●

지리산의 종소리, 남명을 듣다

산청

●

강진, 푸른 물에 다산의 마음이 흐른다

강진

●

가족으로, 인문학의 울림으로

6월

●

평화의 물결, 시 노래로 출렁이다

화천

●

금강 따라 흐르는 우리의 역사

군산

7.8월

●

인문학의 바다, 이순신을 만나다

통영

●

경주의 고건축을 만나다

경주

9월

●

세한의 의미, 추사를 묻는다

예산

●

한강, 역사를 따라 흐르다.

10월

●

마니산에 담긴 단군의 길

강화

●

인문학 빛낸 선현을 만나다

강릉

11월

●

기다리는 마음을 새긴 화순 l 인문학 기차여행ㆍ캠프

화순

●

궁궐 따라 걷는 인문학

서울

l

인문학 기차여행ㆍ캠프

l

l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

서울

서울

인문학 탐방은 일상적인 삶에서 잠깐 벗어나 인문학을 대표하는 저명인사와 함께 전국의 인문학 현장을 찾
아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삶의 여유와 혜안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6월 둘째주

평화의 물결, 시 노래로 출렁이다

4월 둘째주

남한산성, 벼랑 끝에서 꽃을 피우다

5월 넷째주

가족으로, 인문학의 울림으로 / 인문학 콘서트

3월 넷째주

인문학, 퇴계 이황의 길을 따라 걷다

5월 둘째주

강진, 푸른 물에 다산의 마음이 흐르다

3월 둘째주

서울성곽 탐방- 역사를 걷는다

4월 넷째주

지리산의 종소리, 남명을 듣다

*’
길 위의 인문학’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캠페인 홈페이지http://living
room.chosun.com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n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신청은 받지 않으며 홈페이지의 신청양식
에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신청취지를 제출하면 신청서
검토와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참가자와 집결장소
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고 개별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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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 사
헌산 진
정대
보학 최
학교
정
과
태
명
예
교
수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순례기 XII

터키,
에베소의 켈수스도서관
Library of Celsus in Efes, Turkey

살아 숨쉬고 있는
세계 최고의
▼ 도서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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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이름으로 만든 도서관

나는 잡다한 로마유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실제 안으로 들어가니 천장이 까마득하게 높다. 외벽이

인류문명을 이끌어 온 도서관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다. 언젠

모두 대리석으로 견고하게 축조되어 있는데도, 큰 돌과 벽돌

가 그리스여행을 온 어떤 관광객이‘파르테논 신전’앞에 흩

로 내벽을 쌓아 2중 벽을 조성했다. 외벽과 내벽의 폭이 약 70

어져 있는 돌기둥들을 보고“왜 공사를 중단하다 마는 거야?

㎝쯤 될까, 다른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건물이 아

돈이 없으면 우리가 좀 보태주면 어때?”라고 객기를 부렸다

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부산 국가기록원 서고건물에서 볼

고 한다. 이천년 전의 신전을 지금 짓다가 멈춘 현대식 석조

수 있는 20세기형 건물이라 할까? 책의 안전과 습기를 차단

건물로 착각했던 얼치기 애국자처럼 나도 이곳 켈수스도서관

해주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 서서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옷깃을 여미었다.
로마제국의 소아시아 집정관이자 총독의 아들 티베리우
스 율리우스 아퀼라 폴레마에아누스(Tiberius
Polemaeanus)는
Celsus)를

Julius Aquila

그의 아버지 티·이유리우스 켈수스(Ti·Iulius

기리며, 자비를 들여 도서관을 세웠다. 그는 책들을

모으고 모든 장식물과 조각상을 준비하다 완공을 다 못보고

▼ 아직 천정이 남아 있는 페디멘트

세상을 떠나게 되자 뒤를 이어 아버지‘켈수스’
의 이름으로
서기 135년, 마침내 도서관을 완성하였다.
이 도서관은 현재 지상에 남아있는 도서관유물 중 가장
오래되고, 로마 건축사에서 살아있는 도서관 유적의 대명사
로 불린다. 원래 있었던 원형의 대부분 파괴되어 바깥쪽 정면
만 당시의 모습대로 살려 놓았다. 때문에 오늘날 켈수스도서
관은 고대 로마 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장소
가 되어 도서관을 소개하는 어린이 책에 이름이 날 정도로 유
명세를 타고 있다.
지금 도서관은 사서도, 책도, 열람실도 없는 빈 공간으
로 하늘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다행히 건물뼈대와 파
사드(fassade, 건물의 얼굴이 되는 정면부)가 남아 위풍당당하게 사람들
을 압도하고 있다. 밖으로 드러난 건물이 2층 구조로 보이지

▼ 도서관 내벽과 외벽 사이의 공간

만 내부는 3층으로 되어 있어, 지금 빌딩으로 치면 5층 정도
의 높이로 이곳 에베소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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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한가운데 평지에서 약 1.6m 높이의 여덟 개의 계단을 올라오면 세 개의 출입구가 있
다. 평상시에는 양쪽 문은 닫아두고 가운데 문만 사용했을 것이다. 대리석으로 된 원기둥은 아래
층에 8개, 위층에 8개 모두 16개의 기둥이 건물 전면을 받쳐주고 있다. 아래층에는 기둥 사이마
다 네 개의 여신상이 서 있는데 모두 의미가 다르다. 말하자면, 도서관의 심벌이라 할 수 있다.
바라보는 곳에서 왼쪽부터 지혜(sofia), 덕행(arete), 학문(epistema), 통찰(ennoia)을 상징하는 4개의 대
리석상이 그것이다. 왼쪽의 코가 마멸된‘지혜’
의 여신상과 전신이 온전한‘덕행’
의 여신상은
몸체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만,‘학문’
과‘통찰’두 여신은 머리부분이 사라지고 몸만 남아 있다.
그런데 여신상은 모두 진품이 아니고 복제품으로 대신한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출입구 쪽 대리석 벽면에 그리스어와 독일어로 복원기록과 참여자 이름
을 붉은 글씨로 각각 새겨 놓았다.

그리스어로 새긴 복원 기록 ▶

티· 이유리우스 켈수스 폴레마에아누스(TI· IULIUS CELSUS POLEMAEANUS) 도서관,
터키의 고대유물과 미의 여신들을 위하여 1970년~1978년 오스트리아고고학회와 함께 연구하고 복원하는데 동의하였다.

와‘덕행’
▼ 도서관을 지키는 여신‘지혜’

말하자면, 터키정부의 동의서를 양국어로 새겨 둔 것이
다. 오스트리아는 이 곳을 복원한 대가로 자국에‘에베소박물
관’
을 설치하여 여신상 진품을 보관하고 있다. 굳이 내가 시
비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리 양국의 언어로 표시하고 동의했
다지만 남의 나라 박물관에 두어서는 안 될 도서관 문화재다.
당초 여기에 세운 여신상의 의미가 도서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가치와 덕목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
하다.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이 상징물을 되찾아 제자리에 두
고 도서관 아이콘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래층과 위층에 정교하게 장식
한 조각물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장엄하고 화려했던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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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전경이 눈앞에서 크게 오버랩되어 나타난다. 파피루
스 뭉치를 들고 분주히 돌아다니는 일꾼이 보이고, 흩어진 자
료를 손질하는 사서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 이 정도의 도
서관이라면 그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도시의 랜드 마크로 손
색이 없겠다.
뉴욕대학의 명예교수이며, 고대문화사의 세계적 권위자
인 라이오넬 카슨(Lionel Casson)은 이곳 켈수스도서관을 깊이
연구한 학자이다. 그가 쓴 책,『고대의 도서관』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1)에
지붕구조)형

▲ 켈수스도서관 내부 및 외부 복원모양

의하면, 도서관 위층은 박공(gable, 삼각형으로 된

지붕에 커다란 세 개의 창문으로 짜여 진 서양건축

의 고전형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물규범의 하나이다. 내부
직사각형 방은 세로 16.7m, 가로 10.9m 크기이고, 벽에는 책
이나 조각상을 놓을 아름다운 벽감을 두었다. 정통 로마형식
을 따른 벽감은 높이 2.8m, 너비 1m, 깊이 0.5m로 일반 벽감
보다 조금 좁지만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웅장한 외관에 비해 내부가 이 정도라면 큰 도서관이라
할 수 없다. 기껏해야 3~4명의 사서와 10명 내외의 이용자가
머물 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도서관 설치의 목적은 이
용보다 장식성이나 의식을 위한 상징성에 더 큰 의미가 부여
1) Lionel Casson,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

되었을 성 싶다.

Yale Univ. Press, 2001, p.115~118

안에서 본 도서관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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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의 커다란 앱스

뒷벽 거의 지붕까지 솟아있는 커다란 앱스(apse, 건물 끝자락 반원형 지붕이 있는 부분, 성당에서는 성
직자가 머무는 자리다)와

양면에 층층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벽감이 있었고, 측면 벽에는 3층으로

된 벽감 세 개가 있어서 모두 서른 개나 된다. 여기 벽감에는 약 3,000개의 두루마리를 소장
할 수 있었다. 또 평평한 기단 위에는 높이 1m, 깊이 1.2m의 벽감이 있다. 기단은 내부를 지
탱하고 있는 원기둥을 받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2층 벽감으로 가는 통로가 되며, 2층 벽
감은 3층을 지탱하는 원기둥을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한다.

▼ 벽감이 있는 도서관 내부

▼ 내부는 이렇게 천장이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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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을 끼고 있는 마제우스의 문, 문을 나서면 곧 아고라가 있다

지붕은 둥글고 중앙에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둥근 창을

본다. 안타깝게도 이 아름답고 위대한 도서관은 서기 262년

만들어 둔 것 같고, 지하방에는 석관을 배치해 두었다고 했

고스(Goth)족의 침략으로 여러 신전과 함께 도서관도 껍데기

다. 당시 모든 성당에 있었던 지하방처럼 이곳 도서관 지하에

만 남긴 채 파괴되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형체의

도 망자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장엄한 모습을 갖추려는 것은

일부만이 쓸쓸하게 남아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을 맞이하고

예나 지금이나 망자에 대한 예의라 할 수 있다. 내부 모습을

있다.

복원한 그림을 보면 오늘날 건축 기술에 적용해도 뒤지지 않
을 것 같은 당당한 도서관이다.
하지만 지금 내부 2층은 올라갈 수 없어 더 이상 구경거
리가 없다. 다시 도서관 출입구를 빠져 나오면 왼쪽으로 도서

▼ 도서관 옆의 큰 아고라

관 건물과 직각으로 붙은 성벽 같은 세 개의 큰 문이 도서관
을 지탱하고 있어 마치 한 건물처럼 보인다. 마제우스 문과
미트리다테스의 문이다. 두 노예가 자유인이 되면서 직접 문
을 만들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쳐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 문을 넘어서면 커다란 광장, 아고라가 곧
장 눈에 펼쳐진다.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처럼, 앞으로 시청이
도서관으로 탈바꿈하면‘도서관 광장’
은 2천년 전 아베소의
도서관 광장과 흡사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고 잠시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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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도서관을 파괴했는가?

정복자들이 남의 나라를 침탈하면 점령지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전리품은 무엇
일까? 그것은 손으로 옮길 수 있는 보물, 즉 진귀한 보석과 금덩이이고, 이동이 가능한 문화
재, 그리고 책이다.‘책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소유한다’
라는 말대로 그들이 만든 책과 기록
물은 그 나라의 문화를 기록하고,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책은 그 나라의 얼굴이자
영혼이다. 그래서 책은 노획품의 0순위이고, 도서관은 파괴대상의 제1순위로 지목된다.
예부터 성군과 폭군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책을 대하는 자세로 판가름한다고 했다. 책
을 아끼고 보호하며 잘 이용하는 군왕은 성군이라 했고, 그렇지 못하면 폭군이라 불렀다. 그
릇된 왕은 유식한 백성을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 책을 불살랐고, 독재자는 진실과 부정을
감추기 위해 책을 파괴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가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와 캄보디아의 폴
포트가 그러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수백만 권의 책이 사라졌고 천 개 이상의 도서관이 잿
더미로 변했다. 종이 위에 한자 한자 땀으로 새긴 필사본들은 전쟁터의 횃불로, 또는 땔감으
로 썼고, 때로는 병사들의 휴지로 사용되었다. 나아가 질 좋은 양피지본은 그들의 군화를 수
선하거나 군복을 깁는데 사용되었다.
독재자와 무지한 병사들만 탓하는 것이 아니다. 도서관은 언제나 위정자들에게 가장
만만한 상대가 되어 정치적 박해를 입어 왔다. 종교적 이유로도 힘센 종교는 힘없는 다른 종
교의 책을 그대로 두지 않고 불쏘시개로 만들어 내내 질곡의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했다. 도
서관의 수난은 사라지지 않고 근대적 대학이 출현할 때까지 학문과 지식의 심장부 역할을
하던 수도원도서관으로 이어졌다.
십자군은 이슬람 책들을 깡그리 말살했고, 신권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권력의 야욕은
수도원을 파괴하고 도서관과 책을 불태웠으며, 많은 종교전쟁마다 이교도의 책들을 잿더미
로 만들었으며, 종교개혁 때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
서관을 말살했다. 16세기 영국의 헨리8세는 로마가톨릭을 죽이고 수도원도서관을 없애 30
만 권 이상이 지상에서 사라져 단지 2% 도서만이 살아 남았을 뿐이다.
또 전쟁은 명분 없이 도서관을 일시에 앗아갔다. 1800년에 설립된 미국의회도서관은
1812년 영국군의 침공으로 의사당 서고에 있던 3,000권의 책이 불탔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는 연합군 공군의 폭격으로 독일 전체의 책 4분의 1이 사라졌고, 폭격당한 130개 도시 중 30
개 도시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약 1천만 권의 책이 소실되었다. 일본 또한 1년 반 동안 4,000
회의 공습으로 당시 공공도서관의 4분의 3이 손실을 입어, 1945년 미군이 진주했을 때 일본
전역에 남아 있는 장서는 500만 권에 불과했다고 한다.
일반인은 잘 모르고 있지만, 나치정권의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와 분서(焚書)는 평
행선을 그리며 진행되었다. 1939년 이전 폴란드에는 251개 유대인도서관에 분산된 장서
165만 권이 일시에 사라졌다. 이것은 전 유럽에 퍼져있던 유대문헌, 히브리어문헌의 절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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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해당한다. 이것도 모자라서 나치는 도서관의 역할‘규

있었다. 혹자는 이렇게도 평한다.“몇 년이 지난 후, 아마도

정’
을 만들어 도서관은 위험하고 부르주아적이며 독서의 에

미국과 영국의 주요 도서관에 가면 그때 없어진 책들을 볼 수

너지를 낭비한다고 민중에게 왜곡시켰다.

있으리라”

1935년5월, 나치는 베를린 시내 중심가 베벨광장(Bebelplatz)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거란의 침공으

에서 2만 권의 책을 불사르며“이 불꽃이 새 시대를 밝혀 줄

로 왕실문고가 파괴되고, 몽고군의 침략으로 고려 초조대장

것이다”
라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 이를 예견했던 것일

경이 모두 화마에 사라졌다. 부처님의 불력으로 침입을 막고

까? 한 세기 전 하이네는“그것은 전야제에 불과하다. 책을

자 재조대장경을 만든 것이 지금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인간도 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시를

경판이다. 임진왜란 때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불

남겼는데, 이 글귀대로 그들은 끔직한 학살을 자행했다. 그

타고, 많은 장서가 일본으로 넘어갔다.『조선왕조실록』
만해

때 쓴 하이네 시비가 동판에 새겨져 지금 이 곳 광장에 붙어

도 서울의 춘추관을 비롯해 충주 성주에 있는 사고(史庫)가 모

있다.

두 불타버리고 오직 전주사고만이 남아 현재 서울대학교 규
장각에 남아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티베트를 침공해 수많은 불교사원
을 약탈하고 수십만 권의 책들을 화염 속에 던졌으며,‘문화

전주사고본을 복각한 오대산본은 일본으로 넘어가 동경

혁명’
의 이름으로 도처에서 공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서들을

제국대학도서관에 있다가 1923년 동경 대지진 때 유실되었

처단했다.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주, 폴 포트는 구세대의 모

고, 묘향산본은 창경궁 장서각(옛 창경원 안에 일제가 지은 건물)에 소

든 것, 불교, 조상 심지어 자신의 부모까지 증오하는 청년들

장되어 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 약탈되어

을 동원하여 많은 학교와 사찰, 사원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지금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이 가지고 있다. 이 뿐인가, 병인

도서관을 죽이고, 오래된 필사본이나 외국에서 들어 온 인쇄

양요는 프랑스함대가 들어와 많은 서적을 약탈해갔다. 외규

본은‘죽여야만 하는 원수’그 이상의 것이었다.‘종이 전쟁’

장각 소장본으로 1,191종 296책과 294책이 의궤류 등이다.

을 선포해 지폐가 사라지고, 호적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책들이 모두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각종 문서들이 모두 폐기되었다. 탈레반 정권도 다르지 않았

협상하는 것은 빼앗긴 책을 내 것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다. 아프가니스탄 문화센터에 소장된 5만 5천권의 장서를 불

‘영구 임대’
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태우고, 풀이쿰리 도서관을 초토화시켰다.‘적이 가진 책은
곧 나의 적이다’
라고 하면서.

사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1961년에 건립된 이라크국립도서관은 1980년대 장서

1993년 프랑스 미테랑대통령이 고속전철 수주협

42만 권, 2만6천 종의 정기간행물, 4,412부의 희귀도서를 소

상을 위해 방한할 때, 병인양요 시 약탈해 간 외규장각도서

장하고 있었고, 이 건물에는 10년 먼저 개관한 국립문서관도

『도감의궤』2책과 동양문고에 근무하는 사서 자크린 샹송(그녀

함께 있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서관 중의 하나였다. 전

는 현재 사서 총국장으로 있다)

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세계에서 가장 큰 아랍어 컬렉션’
으

료를 반환하려는 순간 갑자기 사서에 의해 거부소동이 일어

로 손꼽힌 이 도서관은 2003년 4월 14일 바그다드에 퍼부은

났다.“이것은 사서의 명예문제다. 우리는 프랑스의 이익과

미사일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갔다. 미군은 국립도서관 정문 앞

합법성 그리고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았다”
고하

에 주둔하여 도서관을 봉쇄했다고 하지만, 다음날 맞은 편 공

면서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낸 해프닝이었다. 이 사실이 프랑스

원에는 불길에 타다 남은 책들이 담뱃값 정도로 팔려 나가고

일간지《르몽드》
와《르피가로》
에 알려지면서, 엘리제궁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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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두 사람이 함께 따라왔다. 막상 자

{

세계의 도서관 : 터키, 에베소의 켈수스도서관 02

}

가의 주요 수장품을 도서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떼제베(TGV)와 맞바꾸었다고 사서의 항의성
사의를 미화시켜 프랑스의 여론은 도서반환문제를 결국 원점으로 되돌렸다. 사서의 직업적
자존심 때문에 외규장각도서가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해결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수치스런 우리의 과거를 되찾으려는 명분을 앞세우기 전에, 사서의 명예
와 직업윤리를 빼앗겼다고 비분강개하는 프랑스 사서의 직업의식을 다시 생각했다.
보다 80여 년 앞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쇄된『직지(直指)』
『구텐베르크 42행성서』
와 관련된 유명한 사서가 있다. 박병선 박사이다. 1967년 파리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할 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백운화상초록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걧直指心體要節, 약칭‘직
지’
)』
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킨 장본인이

다. 나아가 1979년 조선왕조의 의식에 관련된 외규장각도서 191종 297권을 도서관창고에서
발견해 한국에 알리기도 했다. 우리가 그를 직지대모(直指代母)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9년 12월 8일 연합뉴스 기자가 물었다.

프랑스가 왜 알지도 못하는 고문서를 가져갔을까요?
“프랑스를 몰라서 하는 말이지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책이에요”

어찌 프랑스뿐이겠는가? 고대 로마를 위시해 모든 제국들이 그런 짓을 자행해 왔으며
지금도 지구 어느 구석에서 이러한 만행은 그대로 저질러지고 있다. 그 뒤처리를 누가 감당
할 것인가? 그 해답을 나는 사서에게 찾고 싶다. 내가 던지는 결론은 사서도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세기 전 영국 공공도서관의 모태가 되는 차티스트운동
(Chartism)이

그러했고, 캐나다 밴쿠버공공도서관 사서들은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파업을

단행해 그들의 정체성을 살려냈다.
(미래M&B, 2007)를 읽은 적이 있는가? 2003
『도서관을 구한 사서: 이라크 알리아 이야기』

년 미국과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제2의 도시, 바스라 도서관장 알리아 무하마드 베이커의
‘도서관 지키기’이야기이다. 폭격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이 가까이 오자 관장은 시장에게 찾
아가 간절한 보호를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다. 두려움을 뚫고 친구들과 함께 며칠 밤을 새며
귀중한 책들을 이곳저곳으로 숨겼지만 도서관은 다음날 모두 불타버리고 재만 남았다. 그녀
가 구한 책은 3만 권으로 전체 도서관의 책 70%에 달했다. 이 영웅적 일화가 전쟁이 진행 중
에“바스라 책 구출 작전”
이 대서특필되었다.
이던 2003년 8월,《뉴욕타임즈》
우리에게는 이만한 사서가 없을까? 있다. 일제강점 시 조선총독부도서관에 사서로 근
무하던 박봉석 선생이 계신다. 그는 일제의 삼엄한 분위기에서 우리 도서관을 구했다. 해방
이 되자‘도서관수호문헌수집위원회’
를 조직하여 장서의 유출을 막아 내었으며,‘문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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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를 결성하여 건국초기의 귀중한 출판물, 포스터, 삐라까지

자료를 뒤지는데 온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베갯머리에서 쓰

모두 수집했다. 1945년 10월 15일 역사적인 국립도서관이 개

는 글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필요한 사진을 확보하고 현장을

관되자 그는 부관장의 직책으로 <조선도서관학교>를 설립해

기록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러했다. 오직 도서관 한 곳을 보기

(1947)과『조선동
사서를 양성하고, 독보적인『조선십진분류법』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야만 했고, 어느 누구의 지원도

(1948)을 발행해 자료조직의 길을 열고, 도서관을
서편목규칙』

없이 비행기 탑승료, 차비, 숙식비 등 여행에 들인 경비도 만

다지는데 온 몸을 바쳤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만치 않았다.

남들이 모두 떠나간 국립도서관을 당신 혼자 지키다 결국 납

이 뿐만이 아니다. 찾아간 도서관마다 제도와 풍습이 달

북되고 말았다. 그의 도서관을 사랑하는 정신과 거룩한 혼은

라 취재 허용이 쉬운 곳이 있는 반면, 사진 한 장까지 태클을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서

걸며 문전박대 당한 곳도 없지 않았다. 그밖에 고생으로 말한

가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고마울 뿐이다.

다면, 저가항공을 택해 런던공항에서 눈 때문에 3일간 노숙
자의 신세도 맛보았고, 뉴욕공항에서 비와 우박으로 연결항
공이 맞지 않아 겪은 고생은 지긋지긋했다.

연재를 마치면서

‘도서관, 그 위대함이여!’라는 제목으로 세계의

여행 중 배운 것도 많았지만 보람찬 일도 적지 않았다.

도서관을 탐방하여 취재한 글과 사진을『도서관계』
에 게재한

내가 바로 이 위대한 도서관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니, 만일

것이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계속했으니 햇수로 꼭

내가 이 길을 버리고 다른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 위대한 도서

2년 반이 된다.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한 가지 주제로 국립

관을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었을까? 내 전공이 새삼 자랑스

중앙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도록 연재한 기사 중의 하나라고도

러웠다. 반면에, 내가 도서관 공부를 평생 하고서도 듣지도,

한다. 사실 도서관을 테마로, 그것도 기행문을 가지고 이렇게

알지도 못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을 때, 과연 나는 그동안

오래도록 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도서관 입

무엇을 배웠고, 가르쳐 왔는지 비탄에 빠지기도 했다. 그렇

장에서도 쉽지 않았겠지만, 나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신

다. 나는 도서관을 너무 쉽게 말하면서 도서관을 너무 모르고

과의 싸움이었다.

살아왔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취재한 12개의 도서관은 자타가 인정하는

지금 글을 마감하자니 감회가 새롭다. 하나하나 도서관

지상 최고의 아름답고 위대한 도서관이라고 자부한다. 하나

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기록하는데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누

같이 국가를 대표할 만한 도서관이고,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

군가 이런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 본 것이

도 손색없는 도서관들이다. 예외로 한국의 조그마한 도서관

다. 세상에는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도서관이 즐비

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곳을 추호도 과소평가

하다. 도서관을 잘 모르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여기에 직업

하고 싶지 않다. 역사도 일천하고, 작고 보잘 것 없는 곳이지

을 가진 사서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학문에 뜻을 품은 문헌정보

만 거기에는 근대도서관의 충실한 이념과 철학이 있었고, 탄

학우들을 위해서, 누군가‘위대한 도서관 오디세이’바통을

탄한 사서들이 제 직분을 지키며 도서관 정신이 살아 있음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도서관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으면 좋겠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

정말이지, 이 글을 쓰고 준비하는 동안 많은 애를 먹었
다.‘아는 만큼만 보인다’
고, 답사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준비를 위해 그곳과 관련된 책은 보이는 대로 구입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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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자기 향상을 위한
사다리다 이용남 교수가 말하는
엄대섭 선생님
“한반도 전역에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던 1951년 6월, 자신의 책 3천 권으로
경남 울산에 무료 도서관을 세웠다. 그리고 탄환상자 50개에 각각 10여권씩의 책을
담아 시골마을마다 돌려보게 하는 순회문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후
에‘농어촌 마을문고 보급회’가 창설됐고,‘민중 대학’이라는 마을문고 운동이 마치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다.”
마치 전쟁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듯한 위 내용의 주인공은 바로 엄대섭 선생
님이다. 그의 제자로서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이용남 교수에게 지난 해 작고하신 엄대
섭 선생님의 생애와 마을문고 운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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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섭 선생님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 2학년 때, 그러니까 1962년에 농촌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공이 전공인지
라 전국적으로‘마을문고 보급운동’
을 갓 시작하신 엄대섭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

1961년 마을 주민들에게 문고의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설립자 엄대섭 선생

됐습니다. 당시 엄선생님은 도서관학도들의 참여에 특별한 관심을 표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결과적으로 저는 엄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경남·북 지역의 몇몇 마을을 선정해서
대학생활 중 절반의 방학을 농촌 도서관봉사를 한다며 왔다갔다 했죠. 그러다가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엄대섭 회장으로부터 뜻하지 않던 제안을 받았습니다.‘마을문고운동’
에
도 이제는 사관생도들이 필요하다면서 나더러 이 운동에 인생을 걸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였어요. 여기서 사관생도라는 것은 엄선생님께서 도서관학과 학생들을 치켜세우며
사명감을 촉구하던 표현입니다. 제안을 받은 뒤에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지만, 결국 엄선
생의 스케일과 다이내믹한 설득력에 항복하고는 인생 전반기 17년 동안 이 운동에 함께
참여했지요. 대학에 교수직으로 옮긴 이후까지도 엄선생님의 생활철학과 도서관정신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02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엄대섭 선생님의 도서관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엄선생님은 1951년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사재를 들여가면서까지 대중을 위한 도서관
보급 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도서관 분야에서는 전무후무한 도서관운동가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선생님의 도서관운동은 크게 4단계로 이어져 왔어요. 제일 먼
대중을 위한 도서관 보급 운동을

저 1단계(1951~55년)는 6.25전쟁 직후에 사립 울산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경

전국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주시에 기부채납하여 경주시립도서관으로 운영하면서, 순회문고를 활용하여 독서의 기

도서관 분야에서는 전무후무한

회를 주변 농어촌 주민에 확산시키고자 했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1955~61년)는

도서관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전쟁으로 명맥이 끊긴 한국도서관협회의 재창립을 주도하고, 아울러 초대 사무국장
직을 맡아서 도서관 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모색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전국단위의 도서관조직인 협회를‘대중도서관운동’
의 기지로 활용하고자 했다가 뜻
대로 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3단계(1961~81년)는 도서관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집중하고자‘마을문고운동’
을 고안하여 전국 3만여 마을에 문고를 설치하고 육성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단계에요. 엄선생님이 대부분의 사재를 바치며 혼신의 힘을 기울인 도
서관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1981년에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흡수 통합되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1983~87년)는 문고운동 은퇴 후에 큰 인력과 경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전개했던 노년기의 도서관운동입니다.‘대한도서관연구회’
라는 단체로 활동
했었는데, 이것은 학술적 연구가 아니라 공공도서관 현장의 모순을 시정하고 개혁하고
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당시의 현안이었던

▲ 마을문고와 순회문고

개가 및 관외대출제 운영, 이동도서관 전용차량 개발 및 보급, 입관료 폐지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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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운동 등에 주력했었죠. 일정부분 성과를 이끌어냈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아드님이
있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여생을 보내시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작년 2월 5일에 LA근교에서
지병으로 타계하셨습니다.

엄대섭 선생님께서는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내시면서 돈벌이에 큰 재주를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부문)을 수상한 엄대

03

섭 선생 (왼쪽에서 두번째가 엄대섭 선생. 네

엄선생님은 경남 울주군의 어느 농촌에서 가난한 소작농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는데, 소

▲

번째는 막사이사이 대통령 영부인) 사진안의
동그라미는 막사이사이상 메달

보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신 것인가요?

작이 떨어진 부모님께서 막노동 일거리를 찾아 일본으로 이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
상가상으로 아버님이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시자, 당시 13살이었던 엄선생님은 부모님과 5남
매를 거느린 소년 가장으로 온갖 천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안정
적인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지라 어릴 때부터 유일한 취미였던 헌책을 구해 읽으면
서 갖은 고생 끝에 사업으로 대성하셨는데, 일본 교민사회에서 돈벌이의 귀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어 20대 중반에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가리지 않고 돈
벌이를 하다 보니 제법 부자가 됐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남독에 가까운 헌책방 섭렵은 계속되
었는데, 부산 어느 헌책방에서 우연히 구입한 책 1권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고 합니다. 후에 확인을 해보니, 오토베 센자부로(乙部泉三걏)의『圖書館の實際的經營』
이라는 책
이었다고 해요. 소년시절 일본의 공공도서관이나 동네 문고를 자주 이용하면서 느꼈던 기억
이 되살아나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건물을 마련해서 모아두었던 헌책들을 바탕
으로 6.25 이듬해에 울산 사립 무료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04

엄선생님에게‘책과 도서관’
은 어떠한 의미를 지녔을까요.

청소년 시절의 엄선생님께 책은 생존을 위한 실천적 무기였다고 하셨어요. 인

생에 결정적인 계기가 두 번 있었는데, 두 번 모두 책 한 권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하고 계셨
죠. 앞서 말한 도서관으로 진로를 정한 경우가 그렇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가족부양으로
생계조차 어렵던 소년시절 때도 그러했다고 합니다.“고향에 논 10두락만 있었어도 일본에
와서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며 엄선생님의 부모님들은 한탄하셨지만, 고물장사를
하며 당장 끼니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읽었던 책 한 권이 돈벌이를 한 단계 업
그레이드 시키는 바탕을 마련해주었다고 하셨어요. 그 때 책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무
슨‘인생론’류의 책이었다고 합니다.“남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돈벌이를 못 한다”
는 구절을 읽고서는 일 나가는 것을 집어치우고 며칠인가를 방에서‘고물수집에 남들과 다
른 무슨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를 수백 번 되뇌었다고 해요. 그러던 끝에 기발한 광고지 하
나를 개발하여 장사의 큰 밑천을 잡으셨다며, 40여 년 전 어느 날 댁에서 꼬깃꼬깃한 옛날
종이 한 장을 보물처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즉, 엄선생님께 책은 생활의 무기였고 자기
학습의 도구였으니, 도서관은 자기향상을 위한 사다리라고 생각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겁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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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랜 지인이 전하는 추모의 글

엄대섭 선생님을 그리며

엄대섭 도서관운동의 발자취

엄대섭 선생님은 상냥한 말씨에, 부드럽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자애로운 마
음의 소유자이시며, 확실한 신념과 열정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1921
~

1945

경남 울주군 태생, 소년 시절 부모
와 함께 도일, 해방 즉시 귀국

1951

경남 울산에 사립무료도서관 설
립·운영

1953

울산도서관을 경주군에 기부채납,
경주군립도서관 설립, 촉탁 관장

1955

한국도서관협회 재창립, 초대 사무
국장

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온화한 얼굴로 정중하게 말씀하시던 엄대

1960

연세대학교 도서관학당 수료

섭 선생님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1961

마을문고 고안, 전국 보급 운동 시
작(마을문고보급회)

1963

서울의 일간지·방송국에서 <문고
설치비 공동 모금사업> 동시 전개 /
중앙정부, 농촌관련 단체 등의 지원
을 받기 시작

1967

재정문제 해결 방안으로 유력 인사
회장추대(이후락, 김제원, 고태진 등)

1974

전국 3만여개 농촌 마을에 문고설
치를 계기로 육성 중심 사업

1977

재정난 ➔ 항구적 재단 물색 ➔ 실패
로 단체해산 위기

1978

소관부처의 변경과 내무부의 재정
지원으로 재정위기 잠정적 모면

1980

막사이사이(Magsaysay)상 사회봉
사부문 수상

1981

사회인식 고취를 계기로 다시‘재
단’
구성 노력, 실패./ 정부방침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에 흡수, 새마을
체제로 운영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
여 핵심간부와 함께 일선에서 후퇴

1982

현재까지‘새마을문고’이름으로
운영. / 농촌사회구조의 변화에 따
라 문고 통폐합, 조정 등으로 2천여
개 문고 운영

이런 엄대섭 선생님을 처음 만나 뵌 것은 1974년 도쿄 우에노 문화회관에서
일본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의 일
입니다.
엄대섭 선생님은 그 후 몇 번이나 혼자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각지의 도서관

엄대섭 선생님은 2000년 미국에서 한국을 향하던 도중 일부러 일본에 들르
셨던 적도 있습니다. 일본도서관협회 회관 신축 건립을 축하하고, 당신이 창
안하신‘마을문고’
의 활동에 크게 공감하셨던 나미에 켄(걌江虔) 선생님의 묘
소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엄대섭 선생님의 변치 않는 두터운
의리에 감복하는 한편, 저녁을 함께 하면서 들려 주셨던 진심어린 선생님의
반평생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엄대섭 선생님을 마지막
으로 뵌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매년 엄대섭 선생님과 연하장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주고받던 연하장을 작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보내면 그
전에는 반드시 따뜻한 말씀이 담긴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3월이 되어서야 2월 17일에 엄대섭 선생님이 서거하셨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1년 미국도서관협회 연차대회에 참가할 겸, LA에 살고 계시는 엄대섭 선
생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신 선생님과 환담을 나누
던 그 때가 그립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에 걸쳐 가까이 지내면서 늘 따뜻한

~

현 재

격려를 해 주셨던 엄대섭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엄대섭 선생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1983

대한도서관연구회 결성, 공공도서
관 운영의 개선운동에 주력.

1985

간송도서관문화상 제정, 두 차례 시
상(울진도서관장, 경기도립성남도서관)

한·일 양국 도서관협회의 교류에 있어서, 엄대섭 선생님이야말로 으뜸가는

1987

건강의 문제로 활동 중단, 도미.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수상

2009

미국에서 지병으로 타계

엄대섭 선생님의 성실한 인품과 헌신적인 활동은 일본의 많은 도서관인들에
게 깊은 감명과 공감을 주었으며, 우리는 그 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노우에 마나부 l 井上學
일본도서관협회 전 출판미디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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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소중한 사랑방,
유익하고 즐겁고
편안한 공간

김
인
숙

내가 사는 동네에서 버스로 두 세 정거장 가량 가면 아주 신기한 거리 풍경을 만나게 된다. 중국, 베
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간판, 상점, 음식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분
명 우리나라의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고 딱히 어느 나라 풍경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어렵
다. 이벤트가 진행 중인 상점이나 은행을 지나칠 때면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다. 겉
모습으로는 도통 국적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내가 사는 집이 있고, 내가 근무하는 안산 다문화작은도서관이 있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MBC와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으로 전개한 작은도서관 후원 캠페인의 결실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아 안산시에서 조성하였다.
2008년 10월 개관한 이래 1년 6개월간 27개국 850여 명이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 중이다. 장서는 14개국 8,200여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2개국
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정기간행물 서비스도 시작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치료 수업
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 작년 가을 다문화도서관 근무를 시작하여 이제 7개월 남

조금씩 토로하는 그들의 하소연에 차츰 그들의 상황을 이해

짓, 짧다고 하기도 길다고 하기도 애매한 시간을 보냈다. 외

하게 되었다. 고된 일과 긴 노동시간, 그리고 주야간을 번갈

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언어의 장벽이라는 막막함에

아 하는 일의 성격상 2주에 한 번 도서관에 오기 위해 시간을

이곳 근무를 꺼려했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하지만 직접 그

내는 것도 그들에게는 상당한 정성과 의지임을 알았다. 결혼

들과 만나고 부딪쳐보면서 지금은 모든 것이 나의 기우였음

이주 여성의 경우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자녀교

을 알고, 편견을 걷고 보람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육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자녀들이 자기나

도서관을 찾는 외국인은 정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

라의 언어를 잊어버리거나 배울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대부분 간단한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한국어 동화책과 함께 자기나라 언어로

증을 만들고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

된 동화책을 함께 빌려간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

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몸짓

을 읽고 있는 사람들과, 책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

언어가 있다. 단, 언어의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소

에게 우리 도서관이 작은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통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고, 더

더없는 뿌듯함을 느낀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항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보람되게 하는 것은 이들의 미소
와 마음이다. 한국어는서툴지만 웃으며 인사하고, 책을 볼

상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주말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방문한다. 한 두 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무료로 빌려주는 것에 기뻐하며,

빌려 가는데 2주라는 기간이 그들에겐 그리 길지 않은가 보

늦게 가져오면 진심으로 미안해한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다.‘너무 빨라요~’
라고 호소하며 우리와 반납날짜를 협상

아니라 표정으로, 몸짓으로 함께 말한다. 이런 마음의 전달

하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처음엔 2주 동안 책 한 권도

이 나를 더 웃게 만들고, 격려하고, 가슴 따뜻하게 하고, 그들

못 읽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로

에게 더 잘해주고 싶게 만든다. 나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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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인사하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편이다. 고맙고 미안한 마

코드(Unicode)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결국 도서의 정보를 한

음도 입속에서만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표현된 마

글이나 영어로 번역하여 목록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음이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을 느끼며, 감정은

중개업체가 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현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운다.

이런 상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조차 소장자료의 정보
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참

Every book, its reader.

고봉사를 어렵게 하고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할

Save the time of the reader.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검색을 불가능하게 만
든다. 이용자가 도서관에 직접 와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 방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그 자료가 대출중이라면 시간낭비일

달라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가장 바라는 바일 것

뿐만 아니라 원하는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이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도서관의 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지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원하는

만, 시스템 상의 문제일수도, 예산상의 문제일수도 있다. 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료 구입에 있어서 경험

명한 건 우리 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부족과 정보부족으로 상당부분을 중개상에게 의존하고 있기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

때문에 이용자가 원하는 바로 그 자료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으며, 각 지자체는‘다문화’
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늘려

제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 수

가고 있다. 이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선두주자라고 할

없다. 현지 서점과의 직거래가 가능하다면 신속하고 정확하

수 있는 우리도서관은 전국적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실

게 자료의 구입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언어문

례로 전국에서 견학을 위해 우리 다문화도서관을 방문한 사

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자료 확보의 문제는

람들의 수가 200건 2,3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화로 문의하

구입 루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

는 사례도 상당수다. 방송국 등에서 취재를 나올 때면 장비

자체가 없거나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한 예로 외국

와 인원이 많아서 도서관의 분위기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책 중 하나가‘한국어 교재’
이다. 한

그래서 종종 이용자가 취재진들을 피해 도서관 밖으로 피신

국어 능력시험 교재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교재가 출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은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간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영어, 중국어판이 고작인 현

가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한다. 관심이 모이고 모여

실에서 그밖의 나라에서 온 한국어 초급자들은 자료에 목마

서 지원으로 바뀌고, 이러한 지원은 이상적인 도서관 서비스

를 수밖에 없다. 둘째, 다국어로

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된 자료의 목록 구축이 어렵다.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중국어, 일본어, 알파벳 등 우리

나는 우리 도서관이 어서어서 성장했으

눈에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은 이

면 좋겠다. 누구든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고,

해하고 입력하는 것은 말할 것도

찾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

없이 같은 글자인지 다른 글자인

눌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서 편히 시

지 구별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들

간을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중심, 만남의 중심

도 있다. 또한 현재 우리 도서관이

이 되었으면 좋겠다. 몇 번 방문했다가 싫증나

사용 중인 목록 시스템은 다양한

는 그런 곳이 아니라 찾아가면 유익하고, 즐겁

문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유니

고, 편안한 공간으로 자라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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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 풀무질 일꾼 은종복이 바라본 세상 이야기

풀무질, 세상을 벼리다
은종복 지음 | 2010년 4월 1일 | 346쪽 | 값 12,000원 | 이후 펴냄

글|

김자영•출판편집기획자

“술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자신만의 술집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없듯, 나

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종종“자네 고향이 어딘가?”
라고 물으

역시 나만의 목록으로 빽빽하게 이루어진 책방을 꿈꾼다. 그 은밀한 희

시는데, 그럴 때 난 단지 태어난 곳만이 고향이 아니라 내 정신

망 사항을 풀무질에 올 때마다 책장 사이에 몰래 꽂아 둔다. 예산 부족으

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준 곳도 고향이라 생각하여 멈칫멈칫하

로 없어져버린 이동도서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는

곤 한다. 명륜동은 비록 난 곳은 아니지만, 내게 혼을 넣어준 제

풀무질이 그 골목 귀퉁이에 오래도록 남아 있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 중

2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하나다. 한낱 공상일지라도 상상할 수 있는 자유를 내게 허락하는 곳이

대학 시절에 학교 앞에는 풀무질을 비롯해 대학로까지 작

므로, 풀무질을 찾는 것은 추억에 대한 예의이자 꿈에 대한 존중이다.”

은 책방들이 드문드문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걷다가도 쉽게 들

— <풀무질 예찬>(책의 끝 쪽에서)

어가 아무 책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읽다 올 수도 있었고,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와 사람을 기다릴 때 시간 때우기 제일 좋은

골목마다 거리마다 집 앞마다 책방이 있다면 얼마

공간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성대 앞 풀무질만 남아 있

나 좋을까. 인터넷 서점과 대형서점 덕분에 책방이 점점 삶에서

을 뿐 당시 있었던 작은 책방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그 자리

멀어지고 있다. 사람은 어쩌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길 위에 있

에는 영화관과 비디오방이 생겼고, 요새는 워낙 자주 바뀌는 통

는 시간이 더 많을지 모른다. 손과 가까워 몸이 편한 인터넷 서

에 뭐가 생겼다 사라졌는지조차 알기 힘들 때도 있다.

점도 좋고, 새롭게 태어난 아기 책이 많은 큰 서점도 좋지만, 우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 명륜(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밝은 도리)

리 생활과 삶 속에 들어와 곁에서 결과 숨을 함께하는 작은 책

을 배우기 위해서인데,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런 것을 배우

방과 작은 도서관이 점점 더 많아지면 좋겠다.

지 못한다. 진정한 교사와 학교의 역할을 책이 대신 해야 하지

풀무질은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앞에 딱 하나 남은 대학(큰

만, 학교와 동네 근처에서 책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책 속

마을(삶)을 잇는 작은 책방이다. 인터넷 서점과 대형서점

에 길이 있는 것은 잘 알아도 좋은 책과 함께할 진정한 책 동무

에서 책을 사는 것보다 동네 책방에서 책을 사면 더 좋은 이유

를 만날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빨리 달려가는 세상을 좇느라

는 무엇일까. 그렇다. 단골이 되는 것이다. 그럼, 책방 단골이

바빠 남보다 뒤처지기 않기 위한 책만 본다. 마음이 살찌고 지

되어 좋은 점은 무엇일까. 주인은 단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친 삶을 어루만져주는 동네 책방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읽는

단골이 좋아하는 책이 나오면 곧바로 알려준다. 그리고 자주 만

이와 글쓴이를 잘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나 또한 풀무질을

나다 보니 말벗, 글벗, 생각 벗이 되고,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쉬지 않으련다.

배움)과

정을 주고받게 된다.
명륜동을 한자로 풀면 밝을 명(明), 인륜 륜(倫), 마을 동(洞)
으로‘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밝은 도리가 있는 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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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자료기획과 사서

뉴욕과 서점, 그리고 책이 만났다. 누구나 한번은

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통감한다. 최근에 아마존에서는 전자

꼭 가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

책 리더 킨들을 내놓고 책을 다운로드받게 하고 있다. 반신반의

러져 다채롭고, 생동감이 살아 꿈틀거리는 도시, 발을 딛는 순

했던 독자들도 수백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고 무료로 블로그와

간 이방인에서 벗어나 이내“아이 러브 뉴욕”사랑에 빠지게 만

신문 구독이 가능한 킨들의 기능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저자의

들어버리는 흥미로운 도시인 뉴욕에서 펼쳐지는 책 이야기다.

말대로 종이책을 진정한 책이라 여기는 마지막 세대는 바로 우

라고 한다. 그 중에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을‘북 러버(Book Lover)’

리가 될지도 모른다.

독서를 즐긴다기보다 책을 수집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북 헌

하지만, 뉴욕에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책을 진열하고, 보여주

, 이와는 다른 부류로 그냥 서점을 정처 없이 떠
터(Book Hunter)’

고, 커뮤니티를 이루는 작은 서점이 남아 있다. 저자는 이러한

돌아다니며, 삶의 무수한 의문에 답을 주는 책, 평생을 두고 쓰

서점들을 하나씩 순례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 서점으로 자리 잡

고 싶었던 소설과 비슷한 책,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으며, 작가 낭독회, 독서 클럽 등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티 활성

책,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책을 찾아 방랑하는 사람이‘북 원더

화라는 자구책을 통해 살아남고 있는 각 서점을 직접 체험하며

다.‘북 원더러’
를 자칭하는 저자는 뉴욕 서점
러(Book Wanderer)’

보여준다. 또한, 서점 직원들에게“세상의 모든 책이 사라진다

에 관한 기사를 쓰기 위해 83+4일간 51개 서점을 방문하고 취

면 어떤 책 세 권을 구하겠는가?”라는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

재했다.

그들이 추천하는 책을 함께 싣고 있어 흥미롭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뉴욕 서점 순례기에 그치지 않는다. 저

책과 서점이 언젠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손으로 넘겨볼 수 있고,

자는 막연히‘도서관을 태우다’
라는 써지지 않는 소설을 쓰려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책을 사랑하는 저자, 차마 버릴 수 없는 책

하고, 미래의 도서관을 불태워버리고, 종이책의 종말을 가져올

에 대한 저자의 사랑 고백이 묻어나는 책이다. 세상의 모든 책

문제의 그 책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미래에서부터 책

이 사라진다면 구하고 싶은 세 권의 책을 찾을 때까지 책에 대

을 구하러 온 여자, 즉, 가상의 북 원더러를 등장시키면서 이 책

한 원더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종이책을 찾고, 사랑하고, 버

은 소설로 탈바꿈한다. 논픽션과 픽션, 시공간을 초월하며 책과

릴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서점,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저자의 상상력이 더해져 재미있는
책이 완성된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대형 서점의 약진과 온라인 서점의 대체, 그
리고 전자책의 위협으로 한 때 북로라고 불릴 만큼 서점이 즐비
했던 거리에 현재 단 한개 서점만이 남아 있는 현실을 보여주
며, 종이로 만든 책과 그것을 파는 서점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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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관계소식

해외도서관계소식

2010년 국제 인터넷보존 컨소시엄(IIPC) 총회 참석

50%를 바우처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도서접근 기회가

2010년 IIPC(International Internet Preservation Consortium)

훨씬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 수 있게

총회가 5월 3일(월)~8일(토) 6일간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서

되었다.

개최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채혁 (정보시스템운영팀

더욱 뜻깊은 것은 장애인들의 지식정보(도서)의 접근성 향상

전산 주무관), 강대경(디지털기획과 사서 실무관)이 대표로 참석하

을 위해 공기업인 KT(통신요금바우처제도 추진을 위한 지능망IVR

였으며, 전 세계 회원국 38개국 중 23개국 91명의 대표가

시스템 개발)와 GKL(전화음성정보서비스 통신요금 부담)이 사회공

참석하여 온라인자료 특히, 웹사이트의 접근(Access), 수집

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장애인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Harvesting), 보존(Preservation)에 대해 3개의 워킹그룹별 토

(장애인전화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운영)도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론을 하였다.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수집 워킹그룹에 소속되어 리치미디어

바우처제도는 5~6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여 7월 1일부

(Rich Media),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딥 웹(Deep Web) 등 최

터 연말까지 우선 50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매월 15시간의

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집하기 어려운

통화요금을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온라인자료의 수집방법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이번 총회를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IIPC에서 오픈소
스로 제공하고 있는 표준 웹 수집기 및 관리 도구를 내부 시
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02-590-0547

2010년 ISO/TC46(국제표준 문헌정보 기술분과위원회)
문의 • 디지털기획과 02-590-0564

제주 총회 개최
2010년 ISO/TC46(국제표준 문헌정보기술위원회) 총회가 5월
10일(월)~14일(금) 제주도 샤인빌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장애인서비스‘통신요금바우처제도’참여기관과

이 총회는 기술표준원이 주최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MOU 체결

국내 간사기관으로서 회의를 주관하였고 TC46, SC4 및

국립중앙도서관은 5월 6일(목) 10시 대회의실에서 KT(대표이

SC9분과 위원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여 국내의견을

사 이석채), GKL(대표이사 권오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

제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개국에서 대표단 70여명이 참석

동익)와「책 읽어주는 장애인도서관서비스‘통신요금바우처제

하여 지난 1년 동안의 활동내용 및 국제표준안 투표 결과에

도’
」
의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해 의결하였다. 논의된 주요 표준안은 ISO/DIS 26324

그동안 국내 24만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제작되거나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Digital object

책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만 지식정보를 습

identifier system, ISO/DIS 27729 International

득할 수 있어 지식정보 습득에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전화

Standard Name Identifier 등이다. 한국이 제주 총회에서

음성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신이용요금을 추가로 부담

얻은 성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제안한‘전자문서보관

해야 했다.

소 표준안’
이 채택되어 Ad hoc 그룹에서 국제표준 작업을

그러나 이제 장애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통신이용요금의

추진하기로 한 것과 ISRC(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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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국제표준기록코드)의 한국대표등록기관(National Agency)

김영일 교수(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의「디지털파일 기증확산을

지정관련 협의 등이다.

통한 장애인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노경실 작가, 임정진 작가, 한국문인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지
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포럼에 앞서「소리책나눔터」
에 파일을 기증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기증증서 수여와「소리책나눔터」
의 로고가 발
표되었다. 로고는 신간이 나올 때 디지털파일을 기증한 책의
표지에 사용토록 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한 작가 및 출판
문의 • 디지털기획과 02-590-0563

사를 독자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소리책나눔터」
를 사회
각 분야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의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02-590-0729

2010년 서울국제도서전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은 5월 12일(수)부터 16(일)까지 5일간 코엑
스 A홀에서 개최된‘2010 서울국제도서전’
에 참가하여 홍

「디지털 컬렉션」구축 및 모바일 웹 서비스 개시

보부스를 운영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은 디지털도서관 개관 1주년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맞아 2010년 5월 25일부터 디지털 테마 컬렉션 (http://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홍보패널을 설치하고 홍보영상물을

collection.nl.go.kr)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상영하는 한편, 납본제도, 출판시도서목록제도(CIP: Cataloging

이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in Publication),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제도 등을 알

도서관 소장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리는 팜플렛과 도서관기념품을 배포하였다.

위한 것으로, 기존의 원문DB로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현대

특히 디지털도서관 개관 1주년 홍보를 통한 디지털도서관

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다문화 동

‘딱지본으로 보는 한글판 소설’
에서는‘전우치전’
,‘배비장

화구현 및 체험형 동화구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전’등 한글소설 50선을 선정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소설을

우리도서관 소장자료 중 2009년 UNESCO 세계기록문화유

선택하여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세계인의 의서 동의

산인『동의보감』
을 비롯한 귀중자료 및 국역 발간자료 5종

보감”
에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인‘동의보감’

33책을 전시하여 방문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동안 관람

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관련 원문 등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객의 호응이 높았던 디지털방명록(사진촬영)도 운영하였다. 행

구축된 디지털 컬렉션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

사기간 동안 10,075명의 관람객이 홍보부스를 방문했다.

도록 모바일 웹(http://m.ml.go.kr)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도

문의 • 자료기획과 02-590-0659

제공된다. 향후 국립중앙도서
관 소장 고지도를 대상으로 이
용자 위치별 고지도 보기 및

「소리책나눔터」참여확산 포럼 개최

현대 지도와 비교하여 볼 수

- 지식기반사회의 동반자(U-Together) -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국립중앙도서관은 작가, 출판계로부터 지금까지 기증받은 디

개발하여 6월말부터 서비스를

지털파일에 대한 기증증서 수여 및「소리책나눔터」
의 참여확

제공할 예정이다.

산을 위하여 5월 19일(수)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지식

국립중앙도서관은 시사만화의

기반사회의 동반자(U-Together)」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역사로 살펴본 시대상, 도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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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사 등 일반인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컬렉션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5월 26일(수) 오후 2시에 시상식을 거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모바일 컬렉션

행하였다.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서관 자료 검색, GPS 지도와 연계한

올해는 전국 8개 시·도에서 총 21편을 응모하였으며 이 중

도서관 안내 등‘손안의 도서관’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19편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다. 본 심사회의에서는 심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위원과 1문1답식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 3편과 국립중앙도서관장상 5편을 최종 선정하여 당선자
에게는 상장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책자형태로 발간되어 전국 도서관에 배
포할 예정이며, 도서관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웹진을 통해서
도 소개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제안자

문의 • 디지털전략팀 02-590-074

오지은
유재복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김한림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는 5월 26일(수) 본관

소속
광진정보
도서관

제목
재능기부! 우리동네도서관에서~ : 재능기부
프로젝트를활용한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사례

한국원자력 문헌정보학의기술정보팀한계를넘어서
연구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특허조사분석서비스
(즐거운책읽기세상) 책향기날리기

6층 회의실에서 ISBN 및 ISSN과 관련하여 한국문헌번호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태수(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
과 교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촉직 위원 6명과 한국문헌번

호센터 관계자 7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동센터의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제안자
조금주

2009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 보고
와 전자출판물의 ISBN 부여 확대 방안, ISSN Virtua 프로

소속
송파어린이
도서관

김은진

가산정보

김미진

도서관

그램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영순
이현희

제목
동생 행복하게 해주기?
아니 같이(同) 행복(幸)해지는 동행(同궋)
: 청소년 자원봉사자 활용사례
대사관과 함께하는 세계 책 여행

동두천시립 그림책 읽기로 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길 찾기
도서관
남산도서관
(연합운영)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운영 사례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여행
책 읽는 올빼미, 생각 릴레이 주는‘기쁨’
,

윤경자

의 행복한 책 읽기
울산중부도 받는‘감동’
서관

: 책 읽는 울산 만들기를 위한
독서릴레이운영 사례
문의 • 도서관연구소 02-590-0723

문의 • 자료기획과 02-590-0589

국립중앙도서관-한국서지학회
「제4회 도서관현장발전 우수사례 공모」당선작 발표

2010년 학술발표회 공동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5월 28일(금)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활용의 좋은 사례로서,‘재능기부! 우리 동네 도

한국서지학회와 공동으로 2010년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

서관에서~’등 모두 8편을 2010년 제4회 도서관현장발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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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행사는 국문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등 관련 전공

사단법인 공공도서관협의회

교수 및 연구자, 대학원생, 도서관 직원 등이 참여하여, 이론

2010년도 해외도서관 연수 실시

과 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과제를 발

(사)공공도서관협의회(회장 모철민)에서는 해외 국공립도서관

굴하고 연구자의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현장 연수를 통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최신정보의 습득과

학술행사는 4개의 논제로 진행되었으며, 발표자와 토론자는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5월 22일(토)~30일(일) 6박 9일간

다음과 같다.

에 걸쳐 해외도서관 연수를 실시하였다. 올해 연수는 미국
뉴욕과 워싱턴 지역의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자 서비스 및

논제 I

일제강점기 京城 체류 일본지식인의 한국 고문헌
연구 활동 -’
書物同好會’
를 중심으로

도서관 운영시스템, 도서관 협력사업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
였으며, 협의회의 지원을 받은 전국 16개 시·도 24명이 참

발표자 : 노경희 (서울대)

가하였다. 연수팀은 뉴욕주립도서관을 시작으로 미의회도서

토론자 : 오용섭 (인천대), 이종묵 (서울대)

관, 워싱턴국립농업도서관, 펜실베니아주립도서관, 뉴욕공공
도서관 등을 방문하였으며, 연수기간 중 뉴욕에서 열린

논제 Ⅱ 『제중신편』
의 인용문헌 연구

“Book EXPO American”박람회를 참관하였다.

발표자 : 이정화 (한국한의학연구원)
토론자 : 김중권 (광주대), 김은슬 (한국학중앙연구원)

논제 Ⅲ 윤선거 부자 문집의 간행과 훼판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김향숙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토론자 : 김성수 (청주대), 김효경 (국립중앙도서관)

논제 Ⅳ 미국내 한국 고문헌의 소장현황과 연구방향
발표자 : 이혜은 (국립중앙도서관)
문의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사무국 02-590-0646

토론자 : 정재영 (한국기술교육대), 백승호 (서울대)

해외 도서관과 원문DB이용 협약 체결
중국연변 조선족자치주 도서관 및 독일 베를린국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5월 28일(금) 중국연변 조선족자차주 도
서관과 원문DB 이용협약을 체결했다. 원문DB 협약을 맺은
해외도서관으로는 12번째이며, 중국도서관으로서는 첫 번째
협약 도서관이다.
6월 3일(목)에는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 참석차 방한한
베를린국립도서관 관장(바바라 슈나이더켐프)과 원문DB 이용
및 상호협약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39만책에 달하
는 원문DB를 중국연변 조선족자치주 도서관 및 베를린국립
도서관의 이용자가 지정된 PC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베를린도서관에서 구축한 DB도 협의를 통해 한국의 도서관
문의 • 도서관연구소 02-590-0576

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베를린국립도서관
은 원문DB 이용 협약을 맺은 13번째 해외도서관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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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지속적으로 해외도서관과의 원문DB 협

해외 도서관계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IACE)」참가

약을 늘려 해외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편리하고, 다양하게

전 세계의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볼 수 있는 ‘2010 국제기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전시회’
가 6월 1일(화)부터 6일(일)까지 서울 코엑스(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동양의 불교문

화를 대표하는 팔만대장경 원판, 서양의 기독교문화를 대표하
는 구텐베르크 성경 원본(베를린 국립도서관 소장), 백설공주 동
화가 수록된 그림형제 동화 컬렉션 등 전 세계 47개 국가의
중요 기록물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9년 7월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
산으로 지정된 우리관 소장 보물 제1085-1호『동의보감』
을
문의 • 디지털기획과 590-0561

세계기록유산관에 출품하여, 우리 전통기록의 우수성을 널
리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디지털도서관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디지털도서관 소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과 협약체결 및

개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디지털도서관은

서양고지도 특별전 개최

최신 IT장비와 운영시스템을 보유하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은 5월 31일(월) 11시 관장실에서

츠를 제공하며 고품질 지식정보의 디지털자료화 작업에 첨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관장 김혜정)과 지도 자료의 효율적 활

단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기록문화의 새로운 장을 선도하고

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있다. 향후 디지털도서관은 관련 전시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이로써 국내 최초·최대의 고지도 전문박물관인 경희대학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광고와 UCC 공모전 개최 등 지

혜정박물관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지도정보

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외 지도·지리정
보원의 체계적인 제공 및 조사, 연구 활동 등을 상호 지원하
게 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과 동시에 국립중앙도서관 5층 로비에
마련한 고지도 상설전시관을 개관하고“서양 고지도에 나타
난 우리나라”
라는 주제로 고지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이 소장하고 있
는 우리나라가 그려진 16~20세기 서양 고지도 20점을 상

문의 • 도서관연구소 02-590-0504 / 디지털기획과 02-590-0730

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하였으며, 이 전시를 통해 서양에서
제작된 고지도 속의 대한민국과 동해의 모습을 보며 우리
민족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 영토·영해에 대한 역

베스트셀러 소설『덕혜옹주』

사적 정당성 확보 및 애국심 함양의 계기가 될 것이다.

시각장애인용 특별판, 국립중앙도서관 기증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7일, 베스트셀러 소설『덕혜옹주』
를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도록 전국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맹학교, 시각장애 대학생에 무료로 배포했다. 이는 출판사인
(주)다산북스가 도서『덕혜옹주』
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
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보이스아이)를 삽입하여 특

문의 • 주제정보과 지도자료실 02-590-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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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한 기증식이 2010년 6월 3

게는 도서관이‘보고 듣고 느끼는 五感 도서관’
으로서, 개방

일(목) 15시에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기

된 친근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증식에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 (주)다산북스(대표이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선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보이스아이 기술

3일(목) 첫날은 큐레이터 김애령의 사회로 미디어 아트작가

개발사인 (주)보이스아이(대표이사 이동인)가 참석하였다.

한계륜 서울산업대학 교수와 김형기 중앙대 교수가 참여하

문의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02-590-0547

여 디지털아트와 디지털 문화환경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작
품 및 작품세계에 대해 소개하고, 클래식 소규모 밴드‘5월
의 교향악단’
의 공연이 있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

10일(목) 둘째 날은 문학평론가 김수이 경희대 교수의 사회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11일(금)「2010년 공공도서관 협력

로 시인 마종기와 포크송 가수 오소영이 출연하였고, 17일

활성화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고 5개의 우수 사업

(목) 셋째 날은 문학평론가 백지연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소

을 선정, 총 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설가 하성란과 클래식 밴드‘5월의 교향악단’
이 출연하였으

양주꿈나무도서관(경기), 강진군도서관(전남), 테미도서관(대전

며, 마지막 24일(목) 넷째 날은 김수이 교수의 사회로 시인

교육청), 목포공공도서관(전남교육청), 김해도서관(경남교육청)으

정호승과 포크송 가수 이수진이 출연하여 특강과 함께 시,

로 이들 5개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총 130여개의 도서관,

소설을 낭독하고 노래와 음악을 들려주었다.

기관, 단체 등과 함께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협력 서비스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북 카페’
에서 포

를 추진하게 된다.

크송 음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함께 해 한층

2008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더 색다름을 주었다.

도서관간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자원과 서비스를 공유함으로
써 이용자와 도서관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년간 참여 도서관이 총 260여 개관에 이를 정
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자, 노인, 농산어촌의 주민 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지원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만족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사서교육문화과 02-590-0559
문의 • 기획총괄과 02-590-0794

「길 위의 인문학」화천, 군산지역 탐방 실시
「인문학 여행」
‘문학·미술, 소리로 읽다’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조선일보 및 교보문고와 함께「길 위의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디지털 북카

인문학」6월 프로그램으로 12일(토) 화천과 26일(토) 군산지

페에서 문학, 미술, 음악의 향연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

역 탐방을 실시한다.

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인문학 여행」
‘문학·미

화천지역 탐방에서는 6.25전쟁 발발 60주년과 6월 호국보

술, 소리로 읽다’
를 개최하였다.

훈의 달을 맞아‘평화의 물결, 시 노래로 출렁이다’
라는 주

이번 문화프로그램은 다양한 인사를 모시고 작가의 특강, 색

제로 전쟁의 상흔과 분담의 아픔이 남아 있는 현장을 확인

다른 공연 팀들의 노래와 연주, 일반인 참가자들이 직접 참

한다. 이날 탐방행사는 인민군사령부 막사~산소의 길~파로

여하는 질의응답과 낭독회, 사인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

호안보전시관~파로호~평화의 댐~비목공원~안동철교~꺼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을 찾는 많은 애호가들에

먹다리로 진행되며, 윤후명, 문정희, 문태준, 김선우, 유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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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시인과, 가곡‘비목’
의 가사를 쓴 원로작가 한명희, 인기

을 살펴봄으로써 건전한 정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가요‘이등병의 편지’
를 작사·작곡한 가수 김현성, 국사편찬

주는“안전하고 건전한 정보보호 생활”등이 있다.

연구소의 전사 연구가 양영조 책임연구원 등이 동행한다.

또한, 6월 19일에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모바일 웹 환경의

군산지역 탐방은‘금강 따라 흐르는 우리의 역사’
라는 주제

변화 및 특징, 디지털 콘텐츠 컬렉션에 대하여 살펴보는“모

로 실시되며,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 개항 초부터 앞 다투

바일 웹과 디지털 컬렉션”강좌가 특강으로 운영된다.

어 진출한 많은 일본인들에 의하여 농장이 형성되고 확대되

교육신청은 디브러리 정보광장 홈페이지(www.dibrary.

어, 쌀 수출항으로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일제의 수탈강도가

net/ndl_ic) 교육프로그램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교육비

높았던 군산지역을 찾는다. 이날, 탐방행사는 뜬다리~구 조

용은 무료이다.

선은행~구 나가사키 18은행~구 세관~해망굴~월명공원~
구 히로쓰 가옥~군산부윤 관사~동국사~채만식 문학관~
이영춘 박사 가옥~발산리 유적으로 진행되며, 역사학자 박

기간

강좌명
영상스튜디오
이용법

’
10.4.21~6.30

(매주 수 /14:00~16:00) - Capture 및 Impoting
- 저작권의 기초

종기 국민대 교수와 국문학자 서경석 한양대 교수가 초빙강

- 인터넷과 저작권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사로 동행한다.

주요내용
- NLE란 무엇인가, 편집의 흐름

’
10.6.11~7.16
(매주 금/14:00~16:00)

이번 탐방은 60년전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

- 영상물, 음악과 저작권
- 도서관이용과 저작권
- 저작권 침해 및 구제 방법

고, 근대사의 굴곡을 재조명해 보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 모바일 환경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모바일 웹과
디지털 컬렉션

’
10.6.19
(토/14:00~16:00)

- 모바일 웹 2.0의 주요 특징
- 스마트 폰을 중심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의 사례 및 콘텐츠 활용
- 정보보호란?

’
10.6.26~7.31
안전하고 건전한
- 보안위협과 대처방법
정보보호생활
(매주 토/14:00~16:00)
- 인터넷예절과 건전한 정보생활
문의 • 디지털정보이용과 02-590-6306

문의 • 사서교육문화과 02-59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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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반인 대상“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저작권”등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 및 일반
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세계 및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매
주 강좌별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즘 디지털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
되는 저작권의 개념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디어
콘텐츠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디지털미디
어 시대의 저작권”
, 디지털도서관의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직
접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편집해보는“영상스튜디오 이용

도
서
관
정
보
정
책
위
원
회
기
획
단

법-Multi Format Editing EDIUS”
, 인터넷 기반에서의 개
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생활 속 예방수칙

044

문화나눔, 문화 일꾼과의 만남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6월 10일(목) 오전 11시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충북 청원군 강내면 소재)에서‘문
화나눔, 문화 일꾼과의 만남’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도서관
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및 도서관 관계
자, 그리고 독서진흥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
해 마련된 것으로,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450여 명과 현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신규 교장자격 연수
생 340여 명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11시에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방선
규 단장이“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공공도서관의 역할’
을
주제로 한 강연을 비롯하여 5개의 분과별 워크숍이 진행됐
다. 오후 2시 개회식에서 이은철 한국도서관협회장은 축사
를 통해 문화나눔이 독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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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국민독서진흥 캠페인 전개에 힘을 모으기를 제안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인촌 장관은“문화를 통한 국
가 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
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유장
관은“창조적 문화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참
석자들과 함께 정부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서 문정희 시인과 배한성 성우가 시낭송을, 성악가 이석란
씨와 소리꾼 장사익 씨의 아름다운 노래 선사 등 축하공연
이 펼쳐졌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촉직) 전체회의 개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5월 28일
(금) 오전 11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
촉직)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분과별 소위

원회에서 합의하여 내놓은 추진과제를 전체회의에 붙여 제2
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봉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인과 방선규 문화체육관광
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박명순 도서관정책과장 등이 참
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로 법제

2010년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도개선 소위원회는“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행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김봉희)는 2010년

정체계 개선”등 2개 과제를, 도서관정책기획 소위원회는

전국 도서관운영 평가를 위한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를 5월

“주제별 국립도서관(과학기술, 농학, 의학) 건립추진 과정의

26일(수) 오후 2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검토와 논의”등 2개 과제를, 도서관협력 소위원회는“지식

이날 회의에는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각

정보의 공동 디지털화사업”
등 2개 과제를, 지식정보격차해소

분과별 위원 등 총 17인이 참석하여‘2010년 도서관운영

소위원회는“국회에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

평가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성 제의”등 3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결정했다. 또한 이

회의에 앞서 김봉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소위원회의 담당 직원(도서관정보정책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전국 도서관

기획단 사무관, 주무관) 2인씩을 배정하여 제2기 위원회의 소위

운영평가로 도서관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원회별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0년도에는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서관

특히 회의 후 인근 식당에서 가진 위원회 오찬 간담회에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참석하여, 위원들과 인사

바란다”
고 당부했다.

를 나누고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서관정책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도서관 정성적 평가지표를 4개에서

방향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8개로 확대하는 등 일부지표에 정성적 평가를 적용하여 평
가지표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평가그
룹의 조정이 논의되어, 본관·분관 구분이 모호한 지자체 소
속 공공도서관 그룹을 규모로(대·중·소) 3개의 그룹으로 축
소하는 방안을 심의하였고, 포상방법에 있어서는 총점제에
의한 포상뿐 아니라, 부문별 우수사례, 전년대비 성장률 등
포상기준의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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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도서관의 1호관인 증도작은도서관의 발전된 모습과 대전

‘고맙습니다 둥근빛작은도서관’개관행사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진흥팀은 6월

‘둥근빛작은도서관’개관행사, 현재 운영중인‘증평 도담도

8일(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고맙습니다 둥근빛작

담작은도서관’
의 모습과 청주 드림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은도서관’개관행사에 참석했다. 둥근빛작은도서관은 국민

이송현 순회사서, 개관을 앞둔 시흥시 다문화작은도서관, 부

은행의 후원금으로 중리사회복지관 내 3층 어린이전용도서

천 도란도란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주부에서 인형극 배우로

관을 리모델링하였다. 이날 개관행사에는 고대석 대전MBC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신병림씨의 사연 등이 소개됐다.

사장, 최기의 국민은행 부행장, 서환식 대덕구청 자치행정본
부장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식전 . 식후로 진

풍선아트, 입체인형극 등를 준비하여 개관행사를 더욱 빛냈
다. 둥근빛작은도서관은 주변의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다문

NEWS 03

행된 행사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독서특강 및 페이스페인팅,

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도서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
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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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독서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선정
지난 6월 1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명예교수와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
의 공동연구의 결실인『독
서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한울, 2009)가 2010 대한민국학
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이 책은 독서치료의 원리
와 실행 방법,‘체험형’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자료목록과
초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진솔한 독서치료 체험기를 소개
한 학술서이자 실용서이다.
이 책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사
서가 주도하는‘체험형’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독서치료 영역에서 문
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MBC 특별생방송“2010 고맙습니다작은도서관”방영

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이 6월 8
MBC 특별 생방송“2010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

일(화) 오후 5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 70분간 방영됐다.

독서치료와 관련하여‘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
의또

이번 MBC 특별 생방송은‘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캠페인’

다른 공동연구서인『독서치료 사례연구』
(한울, 2007)가 2007

결실로 조성된 작은도서관 사업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후원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바 있다.
기사제공 •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책정연)

기업 유치 및 작은도서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생방송은 국민은행 후원으로 조성된 대전광역시 대
덕구‘둥근빛 작은도서관’개관행사 현장과 여의도 스튜디
오를 중계차로 연결하여 진행됐다. 스튜디오에는 문화체육

시흥시립도서관, 장애인을 위한‘두루두루 서비스’확대

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방선규 단장, 개그맨 김경민,

시흥시립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에게

변호사 장진영, 경향신문 유인경 기자가 패널로 참석하여 지

도서관의 각종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존 진

역주민들의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작은도서관

행하고 있는 장애인 택배 서비스를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의 조성과정을 살펴보고, 독서 및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

장애인단체의 협조아래 도서관회원 가입창구를 다양화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다양한 최신 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방송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는 과정과 고맙습니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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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흥시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

여 즐겁고 흥겨운

는 방법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shcitylib.or.kr)에 접속

시간을 보냈다.

하여 회원가입 두루두루 서비스를 신청하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재울작은도서관은

서 장애인 등록시나 장애인단체 방문시 두루두루 회원 가입

40평 규모의 작은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립도서관에서 사이버도서관과 시흥시

도서관이지만 7,646

립도서관회원 가입 대행·승인절차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되

권의 아동도서에서 성인도서까지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고,

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및 도서 택배 서비

1일 60~7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28일 개관

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여 매년 700여 권의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해 오고 있다.

장애인 대상 도서 택배 서비스는 시흥시립도서관과 경기도사

출처 • 뉴스타운 6월15일

이버도서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장 자료 신청비
용은 무료로 3권 14일간 대출되며, 7일 연장이 가능하다.
출처 • 뉴시스 와이어 6월 9일

서울대, 18세기 프랑스『백과전서』원본 구입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인 디드로
와 달랑베르의‘백과전서’
구입을 기념하는 도서 전시회를 6

포항시립도서관, 효곡동 그린숲 작은도서관 개관

월 15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경북 포항시립도서관(관장 조현원)은 6월 10일(토) 남구 효곡

백과전서는 서양 근대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당시 유럽의 새

동에 그린숲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

사상적 조류인 계몽주의를 집대성하고 전파함으로써 프랑스

포항시의 15번째 작은도서관인 효곡동 그린숲 작은도서관

대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원본이

은 남구 효곡동 그린아파트 관리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희귀해 아시아에서는 그 동안 일본만 유일하게 1질 보유하

면적 151㎡의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장서 2766권을

고 있다. 내용이 반체제적이라 하여 제작 기간 내내 정치적,

비치했다.

종교적 탄압을 받아 몇 차례 중단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

작은도서관은 누구나 걸어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동네

을 겪은 끝에 1772년 총 35권이 완성됐다. 간행에는 편집

속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으로 포항시는 현재 15개를

자인 디드로와 달랑베르 및 조쿠르를 외에도 루소, 볼테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0개의 작은 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몽테스키외 등 수 백명의 필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

추진 중이다.

다. 원본만 4,300질이 출간되었고 이후 1789년까지 유럽
출처 • 뉴시스 6월11일

전역에서 약 4만 질의 해적본이 출간돼 18세기 당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이번에 서울대에서 선보이는 백과전서는 1751~1772년에

인천 가재울 작은도서관 3주년 기념행사 개최

발간된 원본 4,300질 가운데 하나로 구입비용만 9,300만

인천시 서구 가좌4동 주민자치센터가 6월 12일 가재울 작

원에 달하는 고가의 서적이다. 이영목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은도서관 개관 3주년을 맞이하여 가좌체육공원에서 축하의

교수가 프랑스 현지를 방문, 원본의 진위 여부와 보존 상태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쉼터로 자리 매김하고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우중에 치러졌으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 중
인 풍물공연과 아동 및 성인민요 공연으로 흥겹게 행사분위
기를 고조시켰으며, 우리 고장 그림그리기 대회, 예쁜 목걸
이 만들기 체험행사, 자치센터 수강생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동 자생단체장 등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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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인했으며 서울대‘미래 지도자 인문학과정’
을 수료

시립도서관은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영등도서관에서 교

한 기업가 김양곤씨가 도서 구입 비용 1억 원을 발전기금으

육평론가 이범 씨를 초청하여 학원비 절약형 자녀교육법을

로 기탁해 구입이 성사됐다.

주제로‘사교육비 없는 자녀교육법과 입학사정관제 제대로
출처 : 한국일보 6월14일

알기’등 자녀교육 특강을 연다.
17일에는 가람 선생과 현대시조를 주제로 시조시인 장순하
의 초청강연회가 (사)한국문인협회 익산지부와 공동주최로

순천 기적의 도서관,‘세계 그림책 전시’

오후 6시부터 영등도서관 지하 시청각실에서 펼쳐진다.

순천시는 관내 기적의 도서관에서「여름날 세계 그림책을 만

또 이날부터는 익산 관내 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인‘다문

나다」
라는 주제로 6월 20일까지「제2회 CJ 그림책 축제 선

화가정과 함께 하는 우리는 하나’
를 마련하여 책 함께 읽기,

정 100선 그림책 및 일러스트 아트 프린팅 전시회」
를 연다.

동화 구연, 인형 만들기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순천시는 전시 기간동안 그림책 멀티동화 상영회도 진행할

사항 문의 -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iksan.go.kr/

예정이다.

library), 전화 (063-859-4661~2)

이번에 전시된 도서는 지난달 12일 CJ문화재단에서 39개

출처 • 뉴시스 6월9일

국 605권의 그림책 원서와 도록, 포스터 등의 자료들을 보
내온 것이다.
CJ문화재단 측은“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의

거창 한마음도서관, 책 읽어주는 날 운영

상징적인 건물로도 의미가 있지만‘그림책 박물관’공간을

경남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소장 한은영)은 책을 가까이 하는

마련하여 일반인에게도 귀중한 소장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1월 9일부터 매주‘책 읽어주는 날’
을

록 적극적인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게

운영한다.‘책 읽어주는 날’
은 도서를 연구하는 모임인‘동화

됐다”
고 밝혔다.

읽는 어른 모임’회원 두 명이 봉사자로 나서 매주 각각 두

한편 순천 기적의도서관에서는 15일 기증식을 갖고 기증된

권씩의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6월에는 <우렁각시

책의 전시뿐 아니라 기증도서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 <이슬이의 첫 심부름> 등 매주 4편씩 동화가 소개된다.

자리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마련되며 영유아부
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
도서관(055-940-3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www.library.geochang.go.kr)
뉴시스 6월15일

전자책 콘텐츠, 20대 여성이 많이 샀다
출처 : 경향신문 6월 15일

올 상반기 전자책 콘텐츠 판매량이 큰 폭 증가했다. 여성 구
매자 비중도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대가 콘텐츠 구매자
중 다수를 차지했다.

익산시립도서관, 도서관 이용 활성화 위해

교보문고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상반기

풍성한 문화행사 마련

전자책 판매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자책 콘텐츠

전북 익산시립도서관(관장 이영심)은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판매량이 전년 대비 80.5% 늘고 여성 구매자 비중도 지난

하고‘책 읽는 도시 익산’
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교육 특강

해 22.7%에서 올 상반기 40.2%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구매자 중 30대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올 상반기는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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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단말기(e북)의 보급량 증가와 읽을거리가 많아진 점
을 원인으로 꼽았다.
올 상반기 종이책 판매 1위인『덕혜옹주』
는 전자책에서도 1
위를 차지했다. 또한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개인의 취향』
은 2위에 올랐다. 교보문고 측은“30, 40대가 주도하던 전
자책 시장에서 20대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며“종이책의
주 고객층인 20대 여성 독자의 관심이 전자책으로 많이 이

NEWS 04

구매자 비율이 40.3%로 다수를 차지했다. 교보문고 측은

국내 도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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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해외 도서관계

미국의회도서관,
한국전쟁 기념 재향군인 역사 프로젝트 시작
미국의회도서관은 한국전쟁 60주년을 기념하여‘잊을 수 없
는 한국전쟁’
(The Korean War: Not Forgotten)이라는 주제로
재향군인 역사 프로젝트(VHP: Veterans History Project)의 컬
렉션을 오픈했다. 이는 자원봉사 인터뷰를 통해서 더 늦기
전에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경험담을 기록하고자 하는 프로
젝트이다.
VHP 프로젝트는 재향군인들의 전쟁경험을 기록하여 보존하

출처 • 전자신문 6월15일

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전쟁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0년부터 시작된 미국 Folklife 센터의
프로젝트이다. 이 컬렉션에는 현재까지 68,000명 이상의 개

인천 부평 기적의 도서관,

인적인 경험담이 포함되어 있다.

소프라노 조수미 작가와의 만남 초대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부평 기적
의 도서관(관장 이희수)에서『꿈꾸

뉴욕공공도서관의‘고스트 버스터즈’캠페인

는 프리마돈나 조수미』
의 작가로

올해 귀신보다 무서운 예산 삭감의 공포를 경험한 바 있는

무대에 선다.

뉴욕공공도서관이 도서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책을 덮

『꿈꾸는 프리마돈나 조수미』
(조수

지 마세요(Don’t Close the Book)’캠페인의 일환으로 영화

미 지음/창해)는 조수미 씨가 세계

‘고스트 버스터즈(Ghost Busters)’
를 소재로 한 비디오를 만

적인 소프라노로 성장하기까지의

들어 공개했다. 뉴욕공공도서관은 뉴욕시로부터

꿈과 도전,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책으로 아이

2010~2011년도 예산 중 3천 700만 불의 삭감을 통보받

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쓴 책이다.

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6월 26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부평 기적의 도

폐관하지 않고 1주일에 평균 5일 개관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서관에서 펼쳐질 이번 무대에서 조수미 씨는 그녀의 어린 시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에게 기부금 조성을 독려하고 있다.

절이야기부터 유학길에 올라 성악을 공부하기까지, 그리고

이 비디오의 촬영을 위해 영화‘고스트 버스터즈’
의 배우와

현재 그녀의 삶을 잔잔한 음악과 함께 풀어낼 예정이다. 또

유사하게 분장한 스턴트맨 세 명이 도서관 열람실에서 다른

본 행사에 앞서 조수미 씨의 일상이 담긴 동영상도 상영한다.

이용자들 속에 섞여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해프닝

이 날 공연은 50쌍(어른 1인+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어린이 1인)이

을 벌였다. 이 날 도서관의 짧은 소동은 이용자들에게 큰 웃

함께 할 예정으로 신청은 6월 19일(토) 9시부터 선착순이며,

음을 선사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노력들은 인터넷 상

방문접수(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499-1번지)만 가능하다.

에서 매우 빠른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캠페인성 비디오는 유

출처 • 인천부평구청

튜브(http://www.youtube.com/watch?v=0SqJl-JlfmQ,“Don’t
Close the Book on Stories”
)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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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디지털화에 따른 과제해결을 위한 유럽 프로

W3C, 도서관 데이터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새로

젝트,‘IMPACT’제2단계로 발전

운 그룹 결성

‘IMPACT (IMProving ACcess to Text) ’
는 유럽위원회

5월 21일,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orld Wide Web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프

Consortium, W3C)은 웹상에 존재하는 도서관자료의 상호운

로젝트로, 역사적 텍스트물에 대한 접근 개선과 유럽의 문화

용성 향상을 위해‘Library Linked Data Incubator

유산을 대량 디지털화하는데 있어 장애물 제거를 주요 목표

Group’의 결성을 발표했다. 이 그룹은 상호운용성과 도서

로 한다. 지난 2008년~2009년 제1단계를 완료하고 2010

관 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스키

년~2011년 제2단계에 돌입했다. 제2단계에서는 스페인, 불

마, 각종 표준과 프로토콜과 같은 시스템적 요소들과 웹에

가리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4개의 국립도서관과 대학 및 연

대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상호운용성 연구 등 다양

구센터들이 추가로 참가한다.

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미국의회도서관, OCLC
등 세계 각국 10여개 기관의 참여와 후원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 소책자『저작권 ABC』제3판 출간
유네스코가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조지워싱턴대통령의 장기연체도서,221년만에돌아오다

위해 소책자『저작권 ABC (The ABC of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빌렸다

의 제3판을 출간했다. 89쪽으
Copywirght)』

가 반납하지 않은 책이 221년 만에 뉴욕 도

로 구성된 이 소책자는 법률 용어를 누구

서관에 돌아왔다. 조지 워싱턴이 대출했던

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표현하는

책은 1789년 10월 5일 Emer de Vattel

것에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초판은 1981년 발간되었다.

의 저서인『국제법(The Law of Nations)』
이

이 소책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pdf판(http://www.unesco.org/

다. 이 책이 1789년부터 1792년까지의 도서관 소장 도서

fileadmin/MULTIMEDIA/HQ/CLT/diversity/pdf/WAPO/ABC_Co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도서관 직원에 의해 발견되

pyright_en.pdf)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불어판으로도

면서 대통령의 연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대통령의 연체

이용할 수 있다.

료를 계산하자면 대략 3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 사실
을 발견한 도서관 직원은 조지 워싱턴의 고향인 버지니아에
연락, 그가 빌려갔던 책과 동일한 판으로 출판된 다른 책으

OCLC, 도서관 상호대차 환경 영향 보고서 공표

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여 대출도서의 사본을

OCLC가 도서관상호대차(ILL)서비스가 미치는 환경 영향에

돌려받는 기념행사도 가졌다.

대한 보고서‘Greening Interlibrary Loan Practices’
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도서관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ILL 업무에서

전교생에게 전자책 리더기 배포를 결정한

온실 가스 배출 등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미국의 한 고등학교

포장, 운송, 종이 사용을 들고 있다. 연구결과인 권장사항으

미국 플로리다주의 클리어워터(Clearwater) 고등학교가

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재사용, 되도록

2011년부터 전통적인 교과서를 전자책으로 전면 교체하기

작은 부피의 포장재 사용, 가까이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상호

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생 2,100명에게 전자책 리더기

대차, 육상 운송 이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를 배포한다. 아직 어느 회사의 리더기를 사용할 지 확정되
지는 않았으나, 현재 아마존사와 협상 중이라고 한다. 전자책
을 학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과 결정은 미국에
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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