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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인 사 말

한국신학도서관 협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먼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립니다.
30년전 이 땅의 열악한 도서관 환경 가운데서도 신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한국신학
도서관협의회”를 태동하게 하신 조종남 박사님, 김창의 박사님, 박봉배 박사님, 김영수 관
장님 등과 이 자리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
사를 드립니다.
70년대, 국내에 있는 도서관 협의회중에서 의학도서관협의회(1968년 창립)와 한국사립
대학교도서관협의회(1972년 창립) 뿐이던 시대에 우리 신학도서관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것
은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앞서가는 시대정신을 갖추었는가를 알 수 있는 한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
수로서, 도서관 특히 대학에서의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세밀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었던 제가 도서관장직을 맡고, 더불어 한국신학도
서관협의회의 회장 직을 맡으면서는 도서관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으로 일하시
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사회는 변화의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특히 정보 분야와 IT분야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축적하고 제공하던 도서관의 과거의 일반적 기능들이, 정보
매체의 변화, 무한대에 가깝게 쏟아지는 정보의 양, 정보기술과 이용자의 변화 등으로 인
해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디지털 도서관의 형태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책의 출현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종이책은 존폐위협을 받
을 정도이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이용자들은 소극적 정보이용자에서 적극
적 정보이용자로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은 정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모험적이고 저돌적인 변
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신학도서관들이 한두 명의 적은 선생님들로 일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

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학도서관협의회의 가족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
고 괄목할 만한 결과들을 얻어낸 것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986년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발간을 비롯하여, 신학학위논문 CD-ROM 제작 사업, 신
학저널의 분담 목록, 최근의 신학분야 전자책 제작, 신학 시소러스 워크숍 개최 및 교회도
서관 워크숍 개최 그리고 매년 두 번씩 열리는 세미나 등 그동안 여러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없는 시간을 쪼개 신학도서관협의회의 30년사를 위해
잊혀졌던 자료를 찾아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며 노력한 그 노력으로 귀한 논문집이 나
오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논문집을 위해 보내주신 귀한 옥고들이 앞으로 신학도
서관협의회의 발전에 크게 쓰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신학과 도서관”에 좋은 논문들이 많이 실려서 신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도
서관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더불어 우리 신학도서관협의회의 위상도 또한 높아
지길 바랍니다.
논문집을 발간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임원교와 편집 위원으로 섬겨 주신 정보위
원회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100주년 기념예배를 소망하며, 신학도서관 가족 여러분
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2004년 1월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장
한국성서대학교 도서관장 김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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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30년약사

김 영 수
(전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장, 전 서울신학대학교 도서관장)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되는 것은 2003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창립
당시 회원교는 13개교에서 2003년 52개교로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장족의 발전과
정을 거쳐 오늘이 있기까지는 역대 11명의 회장과 12명의 부회장, 그리고 13명의 사무국
장등 수많은 선배임원들의 노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각 신학대학 회원
교와 그에 속한 사서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상호간 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협의회 창립 당시부터 2000년 말기까지 관여해왔다고 하여, 협의회의 임원
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30년약사”의 집필을 맡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
다. 그동안 우리 선배들과 동료들이 협의회를 통한 30년간의 노고 그리고 결실을 기록으
로 남긴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업무이며 사명이라 생각되어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과 의무감, 의욕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였으나 실제 기록을 하여 나가려니 어느 날
은 2-3시간 동안 자료를 검증하느라 한 문단도 써나가지 못할 때도 있어, 안타깝고 두려
움마저 느꼈습니다. 가장 사실에 입각하고 균형을 견지해야하는 과거의 일들을 기록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역사서술에 있어 경험이 없는 문외한임을 더욱 절감하게 되는 기
회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일에 있어서는 총회록과 임원 회의록, 공문 등을 상호 대조하며 때로
는 연혁과 역대 임원명부를 대조하여 사실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서술의 균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0년 약사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편집위원이 정해지고 원고작성도 분담하여 서로 검토되는 과정을 거쳐도 균
형을 이루기 어려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다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30년 “약사”라 할지라도 많은 시간, 적어도 수년간
의 계획을 가지고 기록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미래에 쓰여질 30년 역사에 대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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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기는 역사의 초안이며, 그 관점에 있어서도 신도협에서 활동해온 한 개인이 보는
좁은 시각밖에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수날 밤을 지나며 반 페이지 또는 한 페
이지씩 적어가며 기록하였습니다.
우선 창립준비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창립시기를 문서에 의하여 어떤
환경에서 협의회가 시작된 것인지를 기록하였고 둘째로는, 침체됐던 협회가 임시총회를
통해서 재정비되고, 재기하는 계기를 기록하였으며 셋째로는, 각종 사업을 통하여 성과를
거두는 시기 그리고 넷째로는,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시기(출판사업, 각종 세미나와 실무
자 행정교육 등의 70, 80, 90, 2000년대별로 시대별 특징, 실무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자기
발전) 등으로 나누어 내용을 적었습니다.
즉 시기적으로는 1) 발기와 창립의 시기 2) 재기와 재정비의 시기 3) 발전과 결실의 시
기 4) 도약의 시기 5) 미래지향의 시기로 살펴봤습니다.
이 기록물을 장차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30년약사 편찬 자료의 하나로 보아주기를 바
라며, 제한적인 역사의 기록일지라도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 도서관들이 협의회의
지나간 30년을 회고해보고 또한 미래를 바라보아 자신과, 도서관과, 신학교육 발전에 기여
하는 기록물이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이 약사가 나오기까지 원고를 교정
하고 정서하여 준 서울신학대학 임영선 계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1. 발기와 창립의 시기

․창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신학대학 도서관의 실무자들이 그들의 도서관을 운영 발전시킴에 있어서 단합된 협력
이 필요함을 절감해 오던 중, 1972. 6. 1. 미국 남침례회 신학교 도서관장 Dr. Leo
Crismon의 한국 방문이 계기가 되어 KAATS의 주선으로 대전침신대에서 전국 신학도서
관 사서와 도서관장들이 모였으며 “도서관 운영의 발전책”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당시는 도서관장협의회 또는 사서협의회를 만들려는 취지에서 모인 것이었으
며, 11개 대학 13명이 회집되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특강과 토의가 진행되던 중 신학
도서관 연합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허긴 침신 대 도서관장이 준비위원장이 되
어 7인의 구성으로 모든 일에 위임을 받았다. 이어서 1972년 6월 27일 서울 총신대 도서
관에서 김창의 사서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위임을 받아 1차 준비위원회로 5인이 정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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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하고 명칭을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로 정하였으며, 당시 총신대 학장이었던 김희보
박사도 동석하였다. 1972년 6월 27일 2차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정관을 수정하고 정리했으
며 조종남 학장이 동석하였다. 3차는 1972년 8월 13일 장로회신학대학에서 모이기로 했으
나 홍수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4차는 1972년 9월 20일 3차 정관 수정 및 정리를 하였고, 5
차는 1972년 10월 28일 연신원도서관 주선으로 총회준비모임이 진행되었다.
모두 1972.10.28까지 각 신학대학을 순회하면서 총 5회에 걸쳐 준비위원회가 회집되어
정관, 임원 선출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이듬해인 1973. 4. 16 감리교 신학대학에
서 KATTS의 주선 아래 전국도서관 실무자 세미나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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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발족하였다.
초대 회장에 조종남 박사(서울신대 학장), 부회장 허긴 박사(침신대 도서관장), 사무국
장 김창의 사서장(총신대)이 선출되었다.

․창립총회 이후
창립총회를 마치고 5월 18일 임원회에서 일차 협의회 협력사업으로 상호대차를 위한
신학도서연합목록을 작성하기로 하고, 동서의 성서신학분야를 12월까지로 완료하기로 사
업을 시작하였으나 김창의 사무국장이 연구 차 미국에 가게 되어 9월 13일에 송별회를
가졌고, 또 후임으로 당시 감사였던 장신대 박종주씨를 차기 사무국장으로 선임한바 있으
나 그 후 아무런 활동을 한바 없이 휴면으로 들어갔다.

2. 재기와 재정비의 시기

임시총회를 개최하므로 재기하다.
협의회가 창립된지 3년간 협의회 활동이 중지되었다가 1976년 3월 26일 신학대학협의
회가 제3회 도서관 사서행정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동면 상태에 들어가 있던 협의회가 재
가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KAATS 총무였던 연세대학교 도서관장 한태동 박사가 연
세대 도서관장실에서 신학도서관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신학도서관협의회 임시총회를
소집해줘서, 13개교 16명이 참석하여 회무를 진행하였는데, 새로운 사무국장에 김영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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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신학대학)를 비롯한 결원중인 임원들 7명[간사 : 정기덕(장신), 김지선(한신) 서기 : 임
춘남(침신) 회계 : 이영자(삼육), 석현종(고신) 감사 : 조관연(대한)]을 보선하고 중단되었
던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

1부 도서관 사서 행정세미나
세미나의 주제는 ｢도서관의 제문제｣로서 한태동 박사가 주제 강연을 했으며,
①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어서 자료 교환
② 동양의 자료 조사
③ 분류에 있어서 D.D.C 사용문제가 주로 토론되었다.

2부
임시총회에서는 13개교 16명이 참석하였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① 우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교당 7,000원, 준회원은 5,000원의 연회비를 4월
30일까 지 납부하도록 했으며,
② 자료의 상호대차는 관장이나 사서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였고,
③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 확보에 노력하기로 하고 총회를 마쳤다.

3부 임원회
이어서 1차 임원회에서는 총회의 결의사항과 임원의 보선결과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문
서로 작 성하여 각 회원교에 발송하여 협의회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하는 등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고 회의를 마쳤다.
기구를 재정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기의 의지를 다지다.
임시총회와 1차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확보를 위해 임원들의 단합이 선결문제였으
며 이를 위하여 매월 임원회를 개최하고 친목을 다지며 (연회비 7,000원이 부족하여 임원
회시마다 참석한 임원은 개인적으로 1,000원을 추가로 내기로 함), 각종 회의 자료를 각교
에 발송하여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① 각 신학대학의 협력을 받아 도서관 실태조사서와 주소록을 만들어 각 대학에 배포
하고,
② 신학관계 석․박사학위논문이 중요한 자료라고 규정짓고 각 신학대학 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대학원 학위논문규정에 신학대학원 논문을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부수를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도록 하여 논문의 상호교환을 독려하며, ｢신학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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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등 도서관간 상호협력
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다.

3. 발전과 결실의 시기

각종 사업을 실천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다.
1977년 3월 9일 제2회 정기총회가 서울신학대학 조종남 회장의 사회로 개최되었으며,
1976년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보선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아 임원을 개선
하여 14명을 선임하였는데, 회장 조종남, 사무국장 김영수는 유임되고 부회장에 하도례 관
장(고려신학대학)이 피선되고 정․부서기(2명), 회계(2명), 간사(5명)와 자문위원으로 ①
KAATS 총무, ② 출판사 책임자(3인), 학장(2인), 기독교언론인(1인) 등 7명의 자문위원회
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협회발전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당시에는 장장 3시간 30분간
의 총회를 하는 등 협의회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강렬했다.

․자료교환
1977년에 들어 실제적으로 논문교환이 시작되었는데, 당시 삼육대학의 이영자 사서(본
협의회 회계)가 이화여자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신학대학생들의 독서실태와 도서관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마치고 본 협의회에 교환본으로 제출하여, 이 논문을 각 신학대학
에 논문 상호교환의 일환으로 보내는 계기가 되었고(1977. 1. 24),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사서들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석사과정에 줄이어 입학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출판
본협의회의 실제적인 첫 출판물이라 할 수 있는
① ｢신학문헌정보｣가 계간으로 출간되었는데 신학도서관 상호간에 소식이나 논문을 담
고 특히 각 신학대학에서 수입하여 정리된 신학 양서목록을 수록하고, 누적하여 장래 ｢신
학 양서 신착도서종합목록｣으로 발전시킬 예정이었다. 여기서 쓰여 진 각 신학대학의 신
착양서목록(카드)은 다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출판하는 전국규모의 “외국양서종합목록”의
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당시 외국양서종합목록사업에 참여하는 신학대학은 ｢서울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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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개교였으나, 이 사업을 통하여 일시에 10여개 신학대학이 국가서지사업인 양서종합
목록｣에 참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 ｢신학문헌정보｣지의 첫 창간호는
1977년 8월 12일에 출판되었다. (1977. 8. 29 임원회의록)
신학문헌정보 제2집은 특집으로 각 신학대학이 소장하는 ｢외국정기간행물목록｣을 게재
(1977.9.14)하였고, 이 자료를 모아 1992년 ｢외국신학학술잡지종합목록｣으로 출판되었다.
② ｢D.D.C 18판 200대 번역대조판｣ 발행
본 협의회 회칙 제4조(사업) 제 8 교회도서관의 육성지도가 규정되어졌다. 당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교회도서관이 전문사서의 확보가 어려운 입장이었으며,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서분류를 돕기 위하여 새로운 분류법을 창안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신학대학
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류법을 번역하여 사용하자는 임원회 결의에 따라 곧이어 ｢신학도
서관에서 사용되는 분류법과 교회도서관에서 사용할 분류법｣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가진
후 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 신학대학의 68%가 사용[김영수, 한국신학도서관의 실태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하고 있는 ｢ D.D.C 18판｣을 번역하여 교회도
서관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독려하고, 일반대학 도서관도 신학분야의 전문사서가 없는 입
장에서 일반대학을 돕는 일이기도 하여 이를 번역하기로 제7차 임원회(12. 12)에서 결의
하고, 번역위원을 선정하였는데, 위원장에 김영수, 위원으로는 김종진, 정기덕, 김지선, 이
영자, 유춘자 (6명)등을 선정하여 번역작업에 들어갔다. (1977. 12. 12 감신대)
③ ｢한국신학관계 석․박사학위논문목록｣(신학문헌서지총서 제3집) 1945-1977
신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신학 학위논문을 쓰는 것을 돕고, 지도하는 교수들에게 논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회원교에서 발표되는 석․박사학위 논문목록을 수집하여 1977
년 11월에 초판 200부를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였다.
｢한국신학관계 석․박사학위논문목록｣은 초판을 발행한 후 1984년(1945-1984), 1985년
(1945 -1985), 1988(1945-1988), 1990년(1945-1989) 등 4회의 누적판을 합하여 5회에 걸쳐
출판을 하게되었다. ｢신학문헌정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한국신학관계 석․박사학위논
문목록｣을 발행후, ｢D.D.C 18판 번역대조판｣을 발행하고자 할 때 협의회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회원교에 10부씩을 배포하면서 학교당
5,000원씩의 보조지원을 요청하여 재정을 해결하기도 했다. (77-16, 11.19)
1977년 12월 12일에 시작된 번역작업은 각 위원들이 분담하여 번역하고 위원회를 거쳐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여러 번 회의를 거듭하면서 각 대학의 사서들이 틈틈이 번역을 하
느라 출판이 지연되었다. 특히 신․구교간의 용어의 조정에 있어서 가톨릭대학의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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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 이 번역사업은 무려 5년이란 세월동안 실무책임자인 과장
님들의 노고에 의하여 드디어 1983년 8월 10일자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D.D.C 번역일
이 거의 완료되 가는 1981년 6월 30일경 번역위원중 한 분이 개인이 별도로 같은 D.D.C
18판 번역을 하여 출판한다는 소식을 접한 신도협 임원회는 긴장했고, 그 진의를 파악하
기 위하여 별도의 임원회를 열어서 그의 참석을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학교의 장에게 별
도로 보내기에 이르렀던 사건도 있었다. (1981. 4) 특히 D.D.C의 출판 8개월 후 1983년 8
월 19일 김종진 과장의 영결예배에 참석해야하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는데, 김과장님의 유
작으로 D.D.C 18판 번역대조판이 나온 셈이 되었다.
④ 해외석․박사학위논문소장목록집(1996), 그 외 신학문헌연구학, 신학학술자료총람은
실질적 본 협의회 출판물은 아니었고, 총신대 김창의씨와 박종주씨가 펴내어 본 협의회의
신학문헌서지총서로 출판하는 것을 추인하거나 허락한 것이었다.
각종 세미나 및 실무자 행정세미나를 통하여 보는 협의회의 변화(발전)
1973년부터 2003년까지 30여 년간에 55여회의 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와 실무자교육을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70년대
창립초기 1977년 3월 9일 정기총회를 겸하여 도서관 실무자 세미나가 “내가 본 전국신
학도서관”이란 제목으로 하도례 선교사를 강사로 모셨으며, 1977. 12. 15 제1회 연수회가
장로회신학대학에서 “세계의 도서관 동향과 미래, 각 신학도서관 현황과 실무”등 연 2회
의 세미나와 연수회가 개최되어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70년대는 6회에 걸쳐 세미나가 있었는데 주제에 있어서는 도서관의 현재위치를 파악하
거나 진단하는 도서관 목적, 실태, 요소, 기능, 운영방법 등이 주를 이루었고 형태는 실무
자 행정교육적 측면을 엿볼 수 있었고 주된 강사도 신학대학의 도서관장(교수)등이 주를
이루었고 장소 역시 각 신학대학이나 서울권 중심에서 이루어졌으며 일정도 당일이 대부
분이었다. 도서관의 목표와 나아갈 길을 인식시키는 시기였고, 이 시기는 실무자들이 사서
로서의 기본자질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시기였다.
1980년대
모두 22회의 세미나가 있어 평균 1년에 2회씩 이루어진 셈이었다. 80년대는 초기와 후
반기로 나눠서 살펴보겠다. 80년대초의 주제는 사서들의 전문성에 대한 것으로 분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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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주제목록 주제색인, 주제명표목표 등이 등장되었고 주된 강사도 도서관계 전문인이나
유명인사나 교수들이 초청되었는데 이재철 교수, 현규섭 교수, 김명옥 교수, 이우범 교수,
최지운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신학도서관 사서들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욱 높여주
고 또한 학문성도 견지하는 발전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일정도 22회중 거의 절반인 8회는 3일간의 계절(여름, 겨울) 세미나였으며 세미나 개최
지도 서울을 떠나 한적한 지방 수련원이나 강원, 부산에까지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세미나
에 적합한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80년대에 특기할 사항은 도서관의 자동화가 대두되었는
데 1983년 3월 28일 세미나에서 당시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장이었던 현규섭 교수가 “도
서관 자동화 업무현황”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 후 70년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는 전
산화 관련 실제적 사례발표 등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주제가 실무자들에 의하여 발표되
었는데, 그에는 “도서관 전산화 사례발표” 이세웅(현대사회연구실 자료실, 1987. 10. 13),
“도서관 업무전산화를 위한 공동연구” 조원호 실장(1988. 8. 3), “도서관 전산화 실무 PC를 통한 도서관 실무” 박경화 선생(인하대학교 도서관), 1989. 10. 12) 등 4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하여 80년도 초반에 도서관자동화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후반기에는 그 적용
의 실례에 접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도서관 전산업무의 경험이 전무했던 사서들에게
새로운 충격과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도 1984년 3월경 양서의 공동수서를 위하여 성문서적의 협조를 받아 양서목록
을 회원교에게 제공하고 사서의 시간과 경비, 업무량 감소 등의 장점을 살려 공동수서를
시도한 바가 있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4. 도약의 시기

실무자들의 회장, 부회장직의 진출 -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1981년에는 총회에서 서울신학대학 김영수씨가 실무자중 최초의 도서관장이 돼서, 한국
신학도서관협의회 규정에 의하여 실무자 출신의 부회장이 탄생하게 되었다. 사무국장에는
총신대 박일민씨가 사무국장이 되었다. 이때까지 규정에 의하면 회장은 학교의 장이, 부회
장에는 도서관장이, 사무국장에는 실무자중으로 엄격히 지켜졌다. 그 후 윤치경 관장이 부
회장이 된바 있으며, 윤치경 관장이 부회장이 된 후에는 2002년까지 10명의 실무자중 도
서관장이 아니라도 부회장이 역임되었다.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30년약사 17

그 후 1991년 까지는 사무국장으로 선임되는 대학의 장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사무국장
과 회장교를 일치시켜 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도의 회칙을 수정하여 사무국
장과 회장을 분리하여 임원구성후 회장을 별도로 추대하도록 함에 따라 사무국장에 박창
옥 과장(성결대), 회장은 김영실(대신대) 회장을 선임한 선례를 남기었다.
또한 1985. 12. 5(목)에 열린 8차 정기총회에서는 회칙을 개정하여 실무자중 과장이라도
회장이 되도록 하여 최초로 권길웅 과장(장신대)이 회장으로 취임하고, 이어 박창옥(성결
대) 회장이 되어 협의회를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김영수 관장(서울신대) 이후로는 실무자
가 회장이 되는 것은 대학당국과 회원교에게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2001년 다
시 환원되어 대학의 장이나 도서관장중에서만 회장을 선임하도록 환원되었다. 따라서 현
재는 한국성서신학대학에서 사무국장과 협의회 회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나, 신학 전문
사서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서직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서들
자신의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각종 세미나 및 실무자 행정세미나를 통하여 보는 협의회의 변화(발전)
1990년대
1990년대에는 19회의 세미나가 있어 매년 2회가 이루어진 셈이다. 주제는 90년도 초부
터 “도서관 전산망 교육실시”로 시작하여 거의 모든 세미나에서 도서관 전산화에 대한 주
제가 다루어졌다. 특히 1993년 7월 13-16일에 있었던 “도서관 전산화”란 주제 속에 “신학
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설정(개발) 접근방법”이 있었으며, 5개의 신학대학들의 사례
가 발표되어 도서관 전산화 시대를 맞게 되었다.
특히 1994년 7월 5일 여름세미나에서는 “KORMARC훈련 및 Union DB를 위한 통일안”
이란 주제 속에 도서관 실무자들이 김성곤 사무국장의 주관아래 구체적으로 신학대학이
공유할 MARC에 관하여 각 신학대학 실무자들이 각기 분야별로 분담해서 연구하여 그것
을 다시 모여 발표하는 일을 거듭하는 열의를 보여 전산화 실무와 이론 모두를 연구하는
기회를 가진 것이었다.
1995년 5월 19일 오전 10시 가톨릭신학도서관에서 전산 실무자 대표회의가 있었으며,
나날이 변화하는 도서관 전산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모임이었으며 신학도서관 전산화
를 위하여 협의회 내에 “전산정보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에는 김영수, 당시 부회장이 선임되었다. 그 후 1995년 7월 12일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돼 위원회가 해체됐으나 1996년 8월 16일에는 다시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열
린 임원회에서 학위논문을 CD-ROM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CD-ROM 제작위원을 선정하
여, 그 임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는데 위원에는 김영수, 권길웅, 최수환이 선정되었으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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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임원회와 함께 열리는 “전산위원회”로 다시 부활하여 활동하고 있다.
1990년도 중반 1995년 7월부터는 “신도협의 네트워크망의 실현성”, “인터넷 현황과 사
용법”, “LAN과 도서관 전산화”, “CD와 LAN과의 만남”, “공중통신망 활용”, “인터넷을 배
웁시다” 등 점점 발전하는 도서관 전산화가 세미나의 주제로 등장했으며, 1996년 10월 21
일 세미나에서는 “한국 신학관계 학위논문 CD-ROM”의 소개와 검색 S/W module이 한
국학술정보(주) 채종준 사장에 의해 발표됐으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공동편목시
스템”, “인터넷 정보보고”,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종반에는 “전자도서관 솔루션”,
“전자저널” 등이 LAN, 인터넷, 공중망을 통한 정보의 이용과 교류의 협력을 실현하는 주
제로 다루어졌다.
2000년대
2000년대에는 2000년 1월에 “전자정보시대의 사서의 역할”, 2000년 7월에 “사이버시대
도서관의 역할변화”, 2000년 11월 “사이버시대 도서관의 업무변화”, 2001년 7월 “미래의
도서관사서”, 2001년 12월 “전자정보시대의 도서관의 역할”, “신학 시소러스”, 2001년 7월
“전자책의 국내 현황”, “저작권과 전자책 이해”, “대학도서관과 전자책 서비스”등 전자책
의 출현과 지식경영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과제 등으로 발전하여가고 있는 현상이다.
2002년 “이용자중심의 열린 도서관, 신도협의 과제와 전망”을, 2003년에는 “디지털 도서
관시대의 신학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등을 다루었다.

․전자출판(DB 제작)
전산․전자 시대를 맞이한 협의회는 책자출판을 중단하고 1996년도 이후 전자출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1) ｢신학관계 학위논문 CD-ROM｣제작(1996년 10월 11일 성결대도서관 채종준 한국학
술정보(주) 대표)
본 협의회가 초기의 협력사업으로 신학관계 학위논문을 상호 교환한 바 있으나 신학교
의 증가로 요구되는 도서관에 모두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여 협회가 영인본을 발행하여
각 신학대학에 보급하기 시작할 즈음에 주식회사 한국학술정보(주) 대표 채종준 사장의
제안으로 1996년 10월 11일 성결대도서관에서의 시연회에 이어 1997년 5월 29일에는 1차
로 2,100권(15개 대학)을 CD-ROM으로 수록하였고 17개 대학이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었
고, 이는 한국에서 최초로 학위논문을 CD-ROM에 담아 Network을 통하여 공동 사용하
는 예를 남기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이 사업에 힘
을 기울이고, 전국 대학에 확산되었다. 2000년도에는 신학논문의 10,000여권을 전문DB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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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호 이용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총 7차에 걸쳐 현재는 이미지 17,000여권, 텍스트
1,800권, 모두 18,800여권의 논문이 수록되어 열람되고 있다. 모든 비용은 자체 조달되었
다.
2) 해외 석․박사학위논문 공동구입 및 상호이용
UMI 출판사는 해외 석․박사학위논문을 1996년 6월 11일 12개 대학이 참여하여 약
2,200여만원에 해당하는 양을 공동구매한 바 있으며 참여하는 12개 대학이 분담수집을 하
기로 하고, 가능하면 개별대학이 희망하는 주제 (예 : 한국인이 받은 학위논문 - 총신대 /
웨슬레신학, 성결에 관한 학위논문 - 서울신대)등이 분답수집하고 해외석․박사학위논문
종합목록은 서울정보시스템에서 한국신학문헌서지총서 제11집을 발간하여 각 신학대에
배포하고 필요에 따라 원문을 복사, 제공하는 협력이 가능하게 하였다.
3) 회원교 국내․외 정간물 소장목록
27개 회원교가 소장하고 있는 1,319종 목록을 DB화하여 online에서 검색하여 상호 이용
하도록 하여 정간물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4) 서울신학대와 합동신대 등 3개 대학의 학술지(교수논문) 10종의 기사를 DB화하여
웹상에서 이용이 가능케 하였으며, 서울신대의 것은 원문과 초록을 볼 수 있게 되어있다.
그 외 역대임원명부, 협의회 연혁, 사서인명부 등의 DB화작업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eBook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5. 미래 지향의 시기

․전자출판(DB제작)의 최근 동향
1996년 신학학위논문의 DB 제작을 7차에 걸쳐 종료하고, 2000년대부터는 새로운 전자
매체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는데, 2000년 1월 14일에 열린 겨울세미나에서는 전자저널
ProQuest가 발표되었고, 2000년 2월에는 InfoTrac의 컨소시엄을 시행하여 고동으로 사용
하였으며, 이어서 2000년 10월부터는 기독교사상 등 5개의 국내 유명잡지를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도부터는 신학 학위논문도 과거의 것을 제외하고 현재는 text file로 DB를 구축
하는 경향으로 변화하였으며 2003년에 들어서는 신학 전자책 사업이 대두되었고 2003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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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에는 신도협 전자책 제작과 공동구매 캠페인이 실시되고 (주)와이즈북토피아와 협력
하여 100여종을 제작 목표로 삼았으며 신학의 6개 분야로 나누어 title을 선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9월 29일에는 12개교 76권이 신청되었으나 10개교 57권만이 최종 입수
돼서, 현재는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서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세미나 및 실무자 행정세미나를 통하여 보는 협의회의 변화(발전)
최근의 특징은 미래의 도서관을 전자 혹은 사이버 도서관이라 규정짓고 그 시대에 맞
는 사서와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주제가 정해짐을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정보
와 대량의 정보를 조직하고 유통하고 관리함에 있어 지식경영의 개념과 또 현재와 미래
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저작권에 관하여 주제가 설정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일
은 최근에 이르러 현재까지의 문헌조직이나 관리에 있어서 노력해왔던 문헌검색에 중요
한 “신학 시소러스”개발에 관하여 2003년 6월 여름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는 신학정보를 조직, 통합, 유통을 위한 장래의 포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30년간 우리 협의회가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재차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인 역량의 제한성과 시간의 제약으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수고하신 역대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과 임원분들의 행적을 못다 표시함을 죄
송스럽게 생각하되 특별히 교회도서관사업에 관한 것과 Homepage를 통한 홍보와 문헌관
리,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관리, 전자저널의 상호이용, eBook출판노력에 관한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음 사람, 다음 기회로 남기기로 하고 다가오는 또 다른 30년, 혹은
50년을 향한 우리 신학 전문사서들, 신학 도서관들은 사고와 업무에 있어서 과거에 해왔
던 것들, 현재의 좋은 것들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빠른 템포로 다가오고 있는, 지나가는
변화의 흐름에 자신의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되, 또 다른 3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
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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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창립 준비회 경과보고
1972년 6월 1일 : Dr. Crismon (미 남침례회 신학교 도서관장)의 내방을 맞이하여 침례
회신학교 도서관과 KAATS의 주선으로 대전 침신대에서 열리다. 특강과 토의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연합운동이 필요하여 허긴 침신 도서관장이 준비위원장이 되어 7인의 구성
으로 모든 일에 위임, 김창의 사서장으로 다시 준비위원장 위임하였다.

제 1 차 준비위원회
1. 일

시 : 1972년 6월 27일

2. 장

소 : 서울총신대 도서관

3. 참 석 자 : 준비위원 5인 모임
4. 활동사항 : 제 1차 정관을 수립하고 명칭을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로 칭하기로
의결하고 임원 구성안 논의하였다.

제 2 회 준비위원회
1. 일

시 : 1972년 7월 21일

2. 장

소 : 서울신학대 도서관

3. 활동사항 : 제 2차 정관 수정 및 정리하였다.

제 3 회 준비위원회
1. 일

시 : 1972년 8월 13일

2. 장

소 : 장로회신학대 도서관

3. 활동사항 : 뜻하지 않은 홍수로 교통이 두절 유회되었다.

제 4 회 준비위원회
1. 일

시 : 1972년 9월 20일

2. 장

소 : 감리교신학대 도서관

3. 활동사항 : 제 3차 정관 수정 및 정리하며 준비위원의 단항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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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회 준비위원회
1. 일

시 : 1972년 10월 28일

2. 장

소 : 연신원 도서관

3. 활동사항 : 제반 총회준비 모임이 진행하였다.

Ⅱ. 창립총회
제1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73년 4월 16일
2. 장 소 : 감리교신학대 선교대학원
3. 참가교 : 감신대, 서울신대, 한신대, 장신대, 목원대, 총회신대, 삼육신학, 연신원, 침신
대, 기독교신학(효창동), 영남신학, 순복음신학 등 20여명이 참석
4. 임 원 : 회

장 조종남 (서울신대학장)

부 회 장 허 긴 (침신대 도서관장)
사무국장 김창의 (총신대 사서장)
간

사 석현증 (연신원 도서관)
박종주 (장신대 도서관)

서

기 유춘자 (감신대 도서관)
정영숙 (한신대 도서관)

회

계 최수자 (서울신대도서관)
김종문 (삼육신대도서관)

감

사 심경옥 (목원대 도서관)
이희숙 (순복음신학 도서관장)

제2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76년 3월 26일

2. 장

소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3. 참 석 자 : 회원 16명
4. 임

원 : 사무국장 김영수 (서울신학대학도서관)
간

사 정기덕 (장로회 신학대학 도서과)
김지선 (한국 신학대학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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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 임춘남 (침례회 신학대학 도서관)

회

계 이영자 (삼육대학도서관)
석태정 ( 그리스도교 신학대학 도서관)

감

사 조관연 (대한기독교신학교 사서장)

5. 회계보고/사업보고
6. 회의사항
1) 회비 회원 교당 년 7,000원을 1회에 납부하도록 결정
2) 상호교차문제 관장 사서장의 의뢰서에 의해서 상호대출토록 결정
3) 종합목록 사업은 진행된 것을 검토 연구한 후 진행
4) 도서관 기구 구입문제를 공동 구입하기로 결정
5) 회원교간의 친목과 포섭을 위해 노력한다.
6) 회칙에 미진한 사항은 임원회가 보강하여 차기 총회에 부의 하도록 한다.

제3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77년 3월 9일

2. 장

소 : 서울신학대학 회의실

3. 참 석 자 : 전 임원 및 각 대학 도서관 사서 및 서울 신대 재학생
4. 임

원 : 회

장 조종남 (서울신학대학장)

부 회 장 하도례
사무국장 김영수 (서울신학대)
간

사 임춘남 (침례교신학대학)
정기덕 (장로회신학대학)
김지선 (한국신학대학)
문병덕 (고려신학대학)
유춘자 (감리교신학대)

서

기 김신숙 (총신대학)

부 서 기 전인자 (아세아연합대)
회

계 이영자 (삼육신학대학)

부 회 계 이용숙 (중앙신학대학)
감

사 조관연 (대한기독교신대)
김종진 (가톨릭대)

5. 회계보고/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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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사항
1) 각 신학도서관 실태조사서 작성한다.
2) 종교관계 축차 간행물 문헌목록한다.
3) 세미나 연1회 개최키로 결정
4) 문헌자료 교환 및 상호 대차하기로 한다.
5) 양서목록 2개월간 1회 협회에 보고 및 교환
6) 신학정기 간행물 기사 색인을 하기로 결정
7) 회보 발간하기로 결정
8) 사서 자질향상 및 친목을 갖기로 하다.
9) 한국도서관 실태조사 발표를 KAATS 공동 신학학회지(10월)에 내어 학장들의 관
심을 갖도록 한다.
10) 회칙에 미진한 사항은 임원회가 보강하기로 결정
7. 자문위원 : 김용옥 (KATTS 총무)
콘콜디아사 대표, 생명의 말씀사 대표, 크리스챤신문사 총무 등

제4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81년 7월 13일

2. 장

소 : 성미가엘신학원 피정의 집

3. 참 가 교 : 11개교, 19명 참석
4. 임

원 : 회

장 박봉배 (감신대학장)

부 회 장 김원일 (그리스도신대)
사무국장 박일민 (총신대)
감

사 김진천(침신대)
김원일 (그리스도신대)

5. 회계보고/사업보고
6. 회의사항
1) 임원회안인 년회비 50,000원을 가결
2) 출판비 액수를 늘리고 D.D.C. 판매수입 예상액을 수입란에 증액키로 결정
3) 자료 상호교환을 보다 원활히 하기로 하다.
4) 신학대학 및 각종학교 등 전 대상교 가입독려(20개교 목표)
5) 한국신학관계 석박사 학위논문 추록 발간(1977 - 현재)
6) 신학교육도서관(회원교) 실태조사서 종합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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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학문헌정보 계속 사업
8) D.D.C. 번역 및 대조판 발행
9) 신학대학 연구논문집 기사색인 발간
10) 세미나 2회 개최(1회 총회시, 11월경)

제5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83년 3월 28일

2.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회의실

3. 참 가 교 : 장신대(2), 총신대(2), 그리스도신대(2), 서울신대(2), 감신대(2), 대신(1),
호남신대(1), 아세아연합신대(2), 삼육신대(2)
4. 임

원 : 회

장 박창환 (장로회신학대학 학장)

부 회 장 김영수 (서울신학대)
사무국장 권길웅 (장로회신학대)
서

기 윤치경 (대한신학교)

부 서 기 김계옥 (침례신학대)
회

계 유춘자 (감리교신학대)

부 회 계 이은희 (나사렛신학교)
감

사 박일민 (총신대학)
유춘자 (한신대학)

5. 회계보고/사업보고
6. 회의사항
1) 실무분야별 세미나를 갖도록 하다.
2) 자동화 연구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다.
3) 해외연수를 갖기로 하다.
4) 교회도서관 육성을 위해 연구하기로 하다.
5) 상호협조체제를 갖도록 서로 협조키로 하다.

제6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84년 4월 2일

2. 장

소 : 반도 유스호스텔 세미나실

3. 참 가 교 : 장신대(2), 한일신(1), 가톨릭대(2), 한신대(1), 나사렛대(1), 피어선신(1),
대한신(2), 총신대(2), 서울신대(2), 침례신대(2), 김리교신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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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

원 : 회

장 박창환 (장로회신학대학장)

부 회 장 윤치경 (대한신학교)
사무국장 권길웅 (장신회신학대학)
감

사 박일민 (총신대학)
김용해 (한신대학)

이 사 교 감리교신대, 나사렛신대, 대건신대, 서울신대, 침례신대.
5. 회계보고/사업보고
6. 회의사항
1) 회칙개정 하다.
2) 사무국에서 회계, 서기일을 담당하기로 하다.
3) 신학석박사 논문 목록 발간
4) 신학문헌정보 년 3회 발간, 회보 년6회 발간, 실무자세미나 년 3회 실시

제7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84년 12월 20일

2. 장

소 : 삼육대학도서관

3. 참 가 교 : 윤치경(대한신), 김영수(서울신), 김용해(한신), 문상윤(천신신), 이창록(침
례신), 최종명(가톨릭), 박일민(총신), 김애자(피어선), 이승원(성결신), 이영
희(삼육), 이은희(나사렛), 이교숙(수원가톨릭), 권길웅(장신), 13개교
(위임 : 감신, 광주가톨릭, 대구가톨릭, 호남신, 4개교) (옵저버 : 김계옥(침신),
양유석, 이은애(대한신), 임덕순(삼육))
4. 임

원 : 임원 개선 없음

5. 회계보고/사업보고
6. 회의사항
1) 신도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회비 인상에 인색치 않기로 하다.
2) 회원교 신규가입에 힘쓰기로 하다.
3)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제8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85년 12월 5일

2. 장

소 : 홍인장(충남유성)

3. 참 가 교 : 가톨릭대, 감신대, 고려신학연구원, 대한신대, 삼육대, 서울신대, 성결교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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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침신, 영남신, 장신대, 피어선신, 총신대, 침례신대, 이상13개교
(위임 : 나사렛신, 호남신)
4. 임

원 : 임원 개선 없음

5. 회계보고/사업보고
6. 회의사항
1) 정기간행물소장 목록집 발안
2) 86년도 학위논문목록 조사키로 하다.
3) 연회비 증액하여 차이를 두었음. 대학, 각종학교 150,000(18교)/기 타 120,000(3교)

제9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86년 12월 18일

2. 장

소 : 요단기독교서적센타세미나실

3. 참 가 교 : 나사렛신학교, 서울신대, 성결교신, 대한신, 수도침신, 합동신, 가톨릭대,
감신대, 총신대, 침신대, 피어선신, 장신대,
(위임- 호남신, 대구가톨릭대, 한신대, 루터교신, 그리스도신대)
4. 임

원 : 회 장 교 허 긴 (침례신학대학)
부 회 장 권길웅 (장로회신학대)
사무국장 이창록 (침례신학대학)
감 사 교 가톨릭대학, 감리교신학대학

5. 회계보고/사업보고
6. 회의사항
1) 연회비는 3월중으로 납부토록 하여 본회 사업이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다.
2) 회장교와 사무국장이 지방(대전 침례신학대학)에 있는 관계로 사무국의 위치는 임
시로 서울의 장로회신학대학에 두기로 한다.
3) 사무국에 유급 상임간사를 두도록 연구키로 한다.
4) 전임 박창환회장과 박일선 부회장, 권길웅 사무국장에게 공로패를 드리기로 한다.

제10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87년 12월 1일

2 장

소 : 나사렛신학교(천안)

3. 참 가 교 : 나사렛신학교, 서울신대, 성결교신, 대한신, 수도침신, 총신대, 한신대, 한성
신, 감신대, 침신대, 카톨릭대, 고신대, 삼육대 전주한일신, 합동신, 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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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

원 : 임원 개선 없음

5. 회계보고/사업보고
6. 회의사항
1) 석박사학위논문록 발간
2) 석박사학위논문록 영인출판
3) 200대/ 19판 번역
4) 주제명표목표(종교분야)작성
5) 실무자세미나를 중부지역에서 개최하는 하기로 하다.

제11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88년 12월 14일

2.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 참 가 교 : 침례신학대학, 대전신학교, 장로회신학대학, 총신대학, 한일신학교, 총회신
학교, 성결교신학교, 순복음신학교, 대한신학교, 나사렛신학교, 아세아연합
신학대, 대구신학교, (위임: 감리교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 대구가톨릭대학)
4. 임

원 : 회

장 김영실 (대신대학교)

부 회 장 이창록 (침례신학대학)
사무국장 김옥환 (대한신학교)
감

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성결교신학교,

5. 회계보고/사업보고

제12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89년 12월 16일

2. 장

소 : 부산직할시 해운대 한국 콘도미니엄

3. 참 가 교 : 한일신학교, 구세군사관학교, 영남신학교, 대구신학교, 성결교신학교, 협성
신학교, 총신대학, 부산신학교, 합동신학교, 고신대학, 장로회 신학대학,
장로회 부산신학교, 대신대학, 서울 장로회 신학교, 대전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 수도침례교 신학교, 침례교 신학대학
4. 임

원 : 임원 개선 없음.

5. 회계보고/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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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정기총회
1. 일

시 : 1991년 1월 25일

2. 장

소 : 부산 고신 대학 (UN HOTEL)

3. 참 가 교 : 24개교, 30여명
4. 임

원 : 회

장 김영실 (대신대학학장)

부 회 장 송우승 (총신대학교)
사무국장 김옥환 (대신대학도서관)
감 사 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 성결교 신학대학
이 사 교 고신대학, 서울가톨릭대학, 서울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
전주한일신학교, 총신대학, 한성신학교, 합동신학교
5. 회계보고/사업보고
6. 회의사항
1) 회장과 사무국장 임기를 2년을 결정

제14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91년 12월 6일

2. 장

소 : 속리산관광호텔

3. 임

원 : 임원 개선 없음.

4. 회계보고/감사보고
5. 회의사항
1) 신학 도서 주제명 표목을 위한 연구 협의를 계속 하기로 결정
2) D.D.C. 20판 번역판을 발행을 추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하다.
3) IFRA총회에 관심을 가자고 될 수 있으면 참석하기로 하다.

제15차 정기 총회
1. 일

시 : 1992년 12월 10일

2. 장

소 : 대전직할시 유성 경하장 호텔

3. 임

원 : 회

장 김영실 (대신대학장)

부 회 장 김옥환 (대신대학교)
사무국장 박창옥 (성결대학교)
이 사 교 침례신학대, 호남신대, 가톨릭대, 서울신학대, 장신대학,
전주한일신대, 합동신대, 협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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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교 아세아연합신대, 성결대
4. 회계보고/사업보고
5. 회의사항
1) 인명록을 작성하여 나누기로 하다.
2) 공동 수서를 통해 기금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다.

제16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93년 4월 6일

2. 장

소 : 대신대학교 회의실

3. 참 가 교 : 은태철과장, 송우승과장, 김성곤주임(총신대학), 김옥환과장(대신대학),
김임중과장(아세아연합신학대), 박창옥과장(성결교신학대),
김기성과장(서울신학대), 유영희과장(장로회신학대학), 최종명과장(가톨릭대),
김태문과장(협성신학대), 박승모과장(침례신학대학), 임명철과장(합동신학교)
4. 임

원 : 회

장 윤영탁 (합동신학장)

부 회 장 은태철 (총신대학교)
사무국장 임명철 (합동신학교)
5. 회계보고/사업보고
6. 회의사항
1) 회칙을 수정
2) 공동 수서로 기금 조성위해 위원회 구성하기로 하다.
3) 구임원에게 감사패 증정하기로 하다.

제17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94년 9월 14일

2. 임

원 : 회

장 윤영탁 (합동신학장)

부 회 장 권길웅 (장로회신학대)
사무국장 김성곤 (총신대)
3. 회계보고/사업보고

제18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96년 3월 18일

2. 장

소 : 장로회신학대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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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 가 교 : 기독대학, 서울신학대, 서울장로회신대, 성결대, 수원가톨릭대, 횃불도서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양대, 침례신학대, 한일신학대, 대전신학대, 기독신학교,
나사렛대학, 서울침례신학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가톨릭대학
(위임 : 고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신학대, 대구효성가톨릭대, 성공회대,
전북신학교, 한성신학교, 한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4. 임

원 : 회

장 권길웅 (장로회신학대)

부 회 장 박창옥 (성결대)
사무국장 최종명 (가톨릭대)
이 사 교 감리교신학대, 총신대, 한신대, 횃불도서관, 대전가대, 침례신학대,
협성대, 호남신학대, 영남신학대
감 사 교 서울신학대, 아세아연합신학대
5. 회계보고/사업보고

제19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98년 3월 18일

2. 임

원 : 회

장 박창옥 (성결대)

사무국장 최종명 (가톨릭대)
3. 회계보고/사업보고

제20차 정기총회
1. 일

시 : 1999년 2월 5일

2. 장

소 : 설악 속초 대명콘도

3. 참 가 교 : 15개교
4. 임

원 : 회

장 김영수 (서울신학대)

부 회 장 황명길 (고려신학교)
사무국장 김영미 (장로회신학대)
이 사 교 감리교신학대, 아세아연합신학, 한신대, 횃불신대, 고신대,
합동신대, 침례신학대, 대전가대, 호남신학대, 영남신학대
감 사 교 가톨릭대, 총신대
5. 회계보고/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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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정기총회
1. 일

시 : 2000년 11월 30일

2. 장

소 : 대전 스파피아 호텔

3. 참 가 교 : 21개교, 29명
4. 임

원 : 회

장 이석철 (침례신학대)

부 회 장 신만섭 (합동신학대)
사무국장 박승모 (침례신학대)
감 사 교 가톨릭대, 총신대
5. 회계보고/사업보고
6. 회의사항
1) 회칙 개정

제22회 정기총회
1. 일

시 : 2002년 4월 1일

2. 임

원 : 회장직무대리 부회장 신만섭 (합동신학대)
사 무 국 장

황명길 (고려신학교)

제23회 정기총회
1. 일

시 : 2002년 11월 29일

2. 장

소 : 안면도 오션캐슬리조트

3. 참 가 교 : 29개교 37명
4. 임

원 : 회

장 김순자 (한국성서대)

부 회 장 차복순 (감리교신학대)
사무국장 유유희 (한국성서대)
사업국장 신만섭 (합동신학대)
이 사 교 그리스도신학대, 한신대, 장로회신학대, 서울신대, 협성대,
고려신학대, 고려신학대학원, 침례신학대, 대전가대,
나사렛대, 호남신학대, 영남신학대
감 사 교 가톨릭대, 총신대
5. 회계보고/사업보고

세 미 나

제1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73년 4월 16일
2. 장 소 : 감신대 선교대학원 세미나실
3. 주 제 : 신학교육과 도서관
4. 강 사
1) 교수면에서, 도서관의 상호협조 및 유대 강화 : 이상훈 교수(서울신대)
2) 실무면에서, 도서관 실무자의 자질향상 : 김창의 사서장(총신대)
3) 토론, 실학교육과 도서관의 효율적 역할 : 지도 허긴 도서관장(침신대)

제2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76년 3월 26일
2. 장 소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3. 주 제 : 현대사서의 문제점과 대책
4. 강 사 : 한태동 박사
1) 상호 유기관계로 인한 자료교환 문제
2) Classification 에서의 D.D.C. 사용문제
3) 동양적인 재료에 대한 조사
4) 운영법 상의 문제

제3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77년 3월 9일
2. 장 소 : 서울신학대학 도서관 세미나실
3. 주 제 : 내가 본 한국신학도서관
4. 강 사 : 하도례 선교사
1) 도서관의 기능과 요소
2) 도서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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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연수회
1. 일

시 : 1977년 7월 14일-15일 제1회 연수회

2. 장

소 : 장로회 신학대학

3. 주

제 : 한국신학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4. 주제강연
1) 각 신학도서관 현황과 실무(보고, 조직 및 관리, 수서, 정리)
2) 세계의 도서관 동향과 미래

제5회 추계 세미나
1. 일 시 : 1978년 10월 12일
2. 장 소 : 삼육대학교
3. 주 제 : 정기 간행물
4. 발표자 : 현규섭(국립 중앙도서관)

제6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81년 7월 13일
2. 장 소 : 성미가엘 신학원 피정의 집
3. 주 제 : 주제목록의 제 문제점
4. 발표자
1) 주제색인의 작성 : 이재철 박사

제7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82년 8월11일-13일
2. 장 소 : 나사렛 신학교 수양관
3. 주 제 : 한국신학대학 도서관의 실태와 상호 이용에 관한 문제
4. 발표자
1) 한국 신학대학 도서관의 실태 : 김영수
2)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하여 : 윤치경

제8회 춘계 세미나
1. 일 시 : 1983년 3월 18일
2. 장 소 : 한국도서관협회
3. 주 제 : 업무 자동화 현황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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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표자
1) 도서관 자동화업무의 현황 : 현석규(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장)

제9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83년 8월 8일-10일
2. 장 소 : 고신대학
3. 주 제 : 신학도서관의 수서현황과 공동수서의 모색

제10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3년 10월 7일
2. 장 소 : 대한신학교 도서관
3. 주 제 : 신학자료 분류 연구

제11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3년 12월 13일
2. 장 소 : 감리교신학대학
3. 주 제 : 신학도서관 수서와 목록담당 실무자
4. 강 사
1) KCR3을 중심으로 : 홍옥자(연세대학교 도서관)
2) 수서의 이론과 실무 : 석현증(연세대학교 도서관)

제12회 춘계 세미나
1. 일 시 : 1984년 3월 29일
2. 장 소 : 유스호스텔 세미나실
3. 주 제 : 공중 업무로써의 대출 제도 및 업무 내용에 관하여
4. 발표자
1) 장서 구성 현황에 의한 장서 개발 연구 : 윤치경 교수(대한신학교 도서관장)

13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84년 8얼 16일-18일
2. 장 소 : 대건신학대학

제14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4년 10월 26일
2. 장 소 : 총신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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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제 : 신학 도서관 참고 봉사 업무
4. 강 사
- 이상적인 신학 도서관 참고 봉사 업무 : 유제춘

제15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5년 6월 3일
2. 장 소 : 성결회관
3. 주 제 : 정기간행물, 수서, 관리, 정보 서비스 업무
4. 강 사 : 차명숙(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제16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85년 8월 12일
2. 장 소 : 한신대학
3. 주 제 : 신학사서를 위한 기독교 강좌
4. 발표자
1) 성서신학 : 구덕관(감리교신학대학 교수)
2) 교리신학 : 박일민(총신대학)
3) 역사신학 : 박종칠(고신대학 교수)
4) 실천신학 : 정태기(한신대학 교수)

제17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5년 10월 31일
2. 장 소 : 서울 가톨릭대학교
3. 주 제 : 신학도서관의 효과적인 수서 방안 모색

제18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5년 12워 5일
2. 장 소 : 충남 대전 홍인장
3. 주 제 : 각 도서관의 저반적인 업무 발표와 토의
4. 강 사
- 도서관 예산 작성요령과 대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
이창록 (침례신대 사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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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6년 6월 30일
2. 장 소 : 아세아연합신학대학
3. 주 제 : 정기간행물 주제색인 봉사
4. 강 사 : 전경옥(총신대학교 사서)

제20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86년 8월 12일-14일
2. 장 소 : 성베네딕도 치정의 집
3. 주 제 : 신학도서관의 분류와 목록
4. 발표자
1) 신학도서관의 분류론 : 문병석
2) 신학도서관의 분류실제 : 문병석
3) 신학도서관의 목록론과 실제 : 박승모

제21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1987년 2월 16일-19일 도서관 강좌
2. 장 소 : 장로회신학대학 선교관
3. 주 제 : 분류와 목록
4. 발표자
1) 이우범 교수(한성대 도서관학과)
2) 김명옥 교수(숭의여전 도서관학과)
3) 정기덕 교수(장로회신학대학 도서관장)

제22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7년 5월 12일
2. 장 소 : 요단기독교서적센타 세미나실
3. 주 제 : 시청각 자료 관리와 봉사
4. 강 사 : 최지운 교수(숭전대학교 시청각교육원장)

제23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87년 8월 12일-14일
2. 장 소 : 수안보 로얄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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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제 : 분류체계 현황과 한국신학도서관 분류통일안 연구
4. 발표자
1) 신학분류통일안을 위한 발제 : 권길웅(장로회신학대학도서과장)
2) 신학분류통일안 방향설정을 위한 발제 : 정기덕(장로회신학대학 도서관장)

제24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7년 10월 13일
2. 장 소 : 요단기독교서적센타 세미나실
3. 주 제 : 도서관 전산화 사례발표
4. 강 사 : 이세웅(현대사회연구소 자료실)

제25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7년 12월 1일-2일
2. 장 소 : 한국나사렛신학교도서관
3. 주 제 : 한국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신학도서관의 과제
4. 강 사 : 권길웅(장로회신학대학도서과장)

제26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8년 4월 25일-26일
2. 장 소 : 서울신학대학 도서관
3. 주 제 : 목록에 관한 세미나
4. 강 사 : 김영미(장로회신학대학)

제27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8년 6월 21일
2. 장 소 : 성결교신학교 도서관
3. 주 제 : 효과적인 수서업무와 대출업무
4. 강 사 : 권길웅 과장

제28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88년 8월 3일-5일
2. 장 소 : 내장산 관광호텔
3. 주 제 : 도서관 업무 전산화를 위한 공동 연구
4. 발표자 : 조원호 실장(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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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8년 10월 11일
2. 장 소 : 대한신학교 도서관
3. 주 제 : 학술정보 자료 업무와 봉사
4. 강 사 : 이무근(한국학술진흥재단학술자료부)

제30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8년 12월 14일
2. 장 소 : 한국교회10주년 기념관
3. 주 제 : 1) D.D.C. 종교분야 19판 번역
2) 신학분류체게 검토
4. 강 사 : 정기덕 교수

제31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9년 4년 10월
2. 장 소 : 수원가톨릭대학도서관
3. 주 제 : 정기간행물 및 업무에 관하여
4. 강 사 : 김경일 국장(한국도서관협회)

제32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89년 8월 9일-11일
2. 장 소 : 선데이 비치 산장
3. 주 제 : 대출, 열람, 서고 관리를 위한 공동연구
4. 발표자 : 박희영 교수

제33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89년 10월 12일-13일
2. 장 소 : 장로회신학대학
3. 주 제 : 도서관 전산화 실무(PC program을 통한 도서관 실무)
4. 강 사 : 박경화(인하대학교 도서관)

제34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1989년 12월 15일-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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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소 : 부산해운대한국콘도미니엄
3. 주 제 : 한국신학대학도서관 수서정책에 관한 연구발표
4. 발표자 : 양유식(대신대 도서관)

제35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90년 2월 26일-28일
2. 장 소 : 김포 개화동 교회 교육관
3. 교 육
1) Net-Work 사용 할 word processer : 한글 훈련
2) 자료관리 프로그램 NORTON UTILITY 훈련
3) 자료보관 이용 프로그램 : DBASE Ⅲ + PROGRAM 훈련

제36회 춘계 세미나
1. 일 시 : 1990년 4년 19일-20일
2. 장 소 : 엠마오서적 세미나실
3. 주 제 : 참고봉사에 관한 실무
4. 발표자
1) 참고봉사 : 김효정 교수(중앙대 도서관학과 교수)
2) 도서관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개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교육 : 김세혁
3) 도서관 전자 통신 시스템 운용 : 김성곤

제37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90년 7월 18일-20일
2. 장 소 : 부곡관광호텔
3. 주 제 : 참고봉사, 비도서 자료관리

제38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1991년 1월 24일-26일
2. 장 소 : 고신대학원
3. 주 제 : 신학 분야 사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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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91년 5월 2일-3일
2. 장 소 : 성결교 신학대학
3. 주 제 : 회원 단체 소장 정기간행물 목록집 발간을 위한 협의
4. 강 사
1) 신학 관계 학술 잡지 종합 목록집 제작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의 :
임명철(합동신학대)
2) 협의회 일반 업무에 관한 협의 : 김옥환 사무국장

제40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91년 7월 10일-13일
2. 장 소 : 속초 비치 관광호텔
3. 발표자
1) 역사신학분야연구 : 임명철(합동신학대)
2) 조직신학연구 : 송우승(총신대학)
3) 교회음악분야연구 : 김기성(서울신학대)
4) 가톨릭 전반 분야에 관한 분류 난제 연구 : 최종명(서울가톨릭대)

제41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91년 12월 5일-6일
2. 장 소 : 속리산관광호텔
3. 주 제 : 외국도서 수서의 실무
4. 강 사
1) 외국 도서 수서 실무 : 김성렬(총신대)
2) 각 회원교 사례발표 및 사례에 따른 실무 처리

제42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92년 3월26일
2. 장 소 : 횃불 선교회관
3. 주 제 : 분류 실무
4. 강 사 : 홍순영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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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92년 7월 14일-16일
2.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3. 주 제 : 신학 사서 교육 과정

제44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1992년 12월 9일-11일
2. 장 소 : 대전 유성 경하장
3. 주 제 : 주제명 표목에 관한 실무
4. 발표자
1) 분류 : 문병석(고려신학대학원)
2) 대출(참고) : 박승모(침례신학대학교)
3) 수서 : 김임중(아세아연합)
4) 주제명 표목 실무 : 이총재(한남대학교)

제45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93년 7월13일-16일
2. 장 소 : 강원도 설악산 대명콘도
3. 주 제 : 도서관 전산화의 이론과 실제
4. 발표자
1) 신학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선정(개발)접근방법 : 안계성
2) 사례발표 : 장신대, 서울가대, 성결신대, 총신대, 라이브텍, 대전심신대

제46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94년 7월 5일-8일

2. 장

소 : 무주 리조트

3. 주

제 : Kormarc 훈련 및 Union D.B.를 위한 통일안

4. 발 표 자 :
1) Tag Workshop(1) 01X-09X : 박성희(성서공회)
2) UMI Guide
5. 그룹토의 : 1. 신도협 활성화 가톨릭 모임
2. Kormarc 기술규칙
3. 도서관상호대차
4. 신학용어 통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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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1995년 1월 24일-26일
2. 장 소 : 성 도미니코 수도원 피정의 집(강원도 횡성)
3. 발표자
1) Network에 있어서 공동 DB에 대해서 : 정한영(경일시스템)
2) 신도협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발제 : 김영수(서울신학대)
3) 95년도 공동사업의 전망과 과제 : 귄길웅(장로회신학대)
4) K.D.C. 개정안 보고 : 이교숙(수원가톨릭대)

제48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95년 4월 27일-28일
2. 장 소 : 고려신학교 경향수양관
3. 주 제 : 정기간행물 MARC FORMAT 훈련

제49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95년 7월 11일-14일

2. 장

소 : 침례신학대학교

3. 주

제 : 도서관 Networking 구축의 이론과 실제

4. 주제발표
1) 신도협 NET망의 실현가능성
2) LAN과 도서관 전산화의 관계
3) 공중통신망 활용계획

제50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1995년 11월 23일-24일

2. 장

소 : 유성온천 만년회관

3. 주제발표
1) 도서관 전산화 사례발표(5개교 선정) -사례발표에 따른 토론
2) 전산화 구상 도서관 발표
3) 전사놔 공동 사업에 관한 토의
4) 전산화에 따른 상호 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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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96년 7월 3일 - 5일
2. 장 소 : 성 이시돌 피정센타(제주도 한림읍 금악리)
3. 주 제 : 인터넷을 배웁시다

제52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96년 10월 21일
2. 장 소 : 성결대학교 도서관
3. 강 사 : 한국신학관계 학위논문 CD-ROM 소개와 검색 S/W 데모 공개 :
채종준( 한국학술정보(주) 대표 )

제53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1996년 12월 5일-6일
2. 장 소 : 횃불선교회관
3. 주 제 : 도서관과 정보통신의 오늘과 내일
4. 발표자
1) 도서관(전자, 디지털, 멀티미디어)과 정보통신 : 김종은
2) 전자도서관 탐방(수원농대)

제54회 실무자 세미나
1. 일

시 : 1997년 3월 20일-21일

2. 장

소 :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3. 주

제 : Internet/Intranet을 활용한 전자도서관 구축

4. 주제발표
1) 이론 및 실시간 접속 데모
2) Network 개요 및 구축사례 등

제55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97년 7월 9일-11일
2. 장 소 : 한국 코타 충주호 리조트
3. 주 제 : 상호대차, 대학종합평가
4. 발표자
1) 온라인 공동편목 시스템 :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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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을 통한 학술정보 공동 DB 구축 및 상호 이용 : 정한영
3) 대학 종합평가를 대비한 도서관 사례연구 : 최종명
4) 국가 학술정보 유통체제의 확립방안 -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 최종명
5) 신학관계 학위논문 DB CD-Rom 시연 및 교육 : 채종준
6) 회원교간상호대차 관련 : 박창옥

제56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98년 7월 8일-10일

2. 장

소 : 설악 웰컴 콘도

3. 주

제 : 비도서 자료 Marc Format/ 전자도서관 솔루션. 학위논문 및 학회논문 웹
검색

4. 주제발표
1)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워크샵(NETSEC-KR'98)
2) 인터넷 정보보호 및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제57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1999년 2월 3일-5일

2. 장

소 : 대명설악콘도

3. 주

제 : 원문데이터 솔루션 발표

4. 주제발표
1)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의 도서관과 전산소
2) 전자도서관 솔루션
3) 신학도서관 전자적 상호대차(Document Delivery System)
4) 원문 D/B구축 및 활용방법

제58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1999년 7월 14일-16일

2. 장

소 : 부산기록보존소

3. 주

제 : 전자저널, 정간목록 공동관리, Y2K, 저작권, 기록보존 등

4. 주제발표
1)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워크샵(NETSEC-KR'98)
2) 인터넷 정보보호 및 컴퓨터 바이러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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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2000년 1월 25일-26일
2. 장 소 : 대전 만년장
3. 주 제 : 전자정보시대의 사서의 역할
4. 발표자
1) 학위논문 Full Text운영의 현재와 미래 : 채종준
2)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자료보존(Microfilm을 중심으로) : 김익중
3) Web DB와 전자저널 발전방향과 InfoTrac Web신도협 컨소시엄 : 김동조

제60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2000년 7월 5일-8일

2. 장

소 : 프레야 낙산콘도

3. 주

제 : 사이버시대 도서관의 역할 변화

4. 발 표 자
1) 무지개 칼라 레이블 발표 : 김영수
2) SLIMA-ST를 활용한 KMS : 김진욱
3) 가상교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고정호
4) 전자도서관과 XML : 박경화
5) DDR Database : 최용준
6) 사이버대학과 신학교육 : 신만섭
5. 분과토의 1) Down load 편목 : 이정미
2) 비도서 자료 편목 : 조석현

제61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2000년 11월 30일-12월 1일

2. 장

소 : 대전 스파피아 호텔

3. 주

제 : 사이버시대 도서관 업무의 변화

4. 주제발표
1) 학술지공동활용시스템 : 김광일
2) 사이버신학대학구축을 위한 제안 : 이용각
3) 대학도서관과 온라인서점간의 B2B : 권준언
5. 분과토의 : DBPIA 컨소시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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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2001년 7월 4일-6일
2. 장 소 : 설악 금호리조트
3. 주 제 : 미래도서관과 사서
4. 발표자
1)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X.M.L. 표준기술적용 : 조윤희
2) 전자도서관과 VOD System의 활용 : 박경화
3) Web을 이용한 참고봉사 : 김휘출
4) 사서(직)의 과거와 미래 : 김영수

제63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2001년 12월 10일-12일
2.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3. 주 제 : 전자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
4. 발표자
1)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을 위한 지능적 자료검색 솔루션 KDB Meta Search : Kins
2) 온라인 디지털 자료 활용 솔루션 - 디지털자료 관리시스템 : ForHim
3) CLS를 이용한 신학대학 지적 자산 축적 및 활용방안 : edu-i,
4) 디지틀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Volcano-i 중심으로) : 송승훈

제64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2002년 6월 26일-28일
2. 장 소 : 전북 무주 리조트
3. 주 제 : 이용자 중심의 열린도서관
4. 발표자
1) 열린도서관의 정보서비스(ERISNET을 중심으로) : 김종은
2) 이용자 중심의 e-Book(e-Contents)수서 : 김영수, 신만섭
3) 도서관 정보공유를 위한 ASP시스템(상호대차와 관련한 asp활용) : 김광일
4) 열린도서관운동을 통한 도서관활성화 방안(침신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 백운현

제65회 동계 세미나
1. 일 시 : 2002년 11월 27일-29일
2. 장 소 : 안면도 롯데오션 캐슬
3. 주 제 : 신도협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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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표자
1)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하여 : 한복희
2) 신학도서관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고 : 황명길
3) 신학분야 해외 학술지 공동개발 및 이용 : 전혜영
4) 장서점검에 관한 시스템 운영 : 강덕선

제66회 하계 세미나
1. 일

시 : 2003년 6월 23일-25일

2. 장

소 : 부산조선비치호텔

3. 주

제 : 디지털 도서관 시대의 신학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4. 주제발표
1) 지식경영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과제 : 백항기
2) 대학도서관과 전자책서비스 : 백성규
3) 저작권과 전자책의 이해 : 김범수
4) 전자책의 국내외동향 : 이종윤
5. 사례발표
1) 신학 시소러스 : 임영선
2) 도서관 미술전시회소개 : 강덕선
3) Z39.50 : 정한영

신도협 30년 표
구분
년도

회장

가입 회원교

주요사업 및 세미나

조종남
(서신)

1973. 4. 16 도서관실무자 세미나(창립총회와 함께)
주제: 신학교육과 도서관 장소 : 감신대 선교대학원 세미나실
강의 및 강사(사회 : 탁종주 사서 - 장신대)
- 교수면에서 신학교육과 도서관 : 이상훈 교수(서울신대)
- 실무면에서 신학교육과 도서관 : 김창의 사서장(총신대)
- 토론 : 지도 허긴 도서관장(침신대)

조종남
(서신)

1976. 3. 26 도서관실무자 세미나(임시총회와 함께)
주제: 도서관의 제 문제 장소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세미나실
강의 및 강사
- 주제강연 : 한태동 박사
- 상호 유기관계로 인한 자료교환 문제
- Classification 에서의 DDC 사용문제
- 운영법상의 문제 - 토의

1977

조종남
(서신)

제1회 연수회(주제: 한국신학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 장소 : 장로회 신학대학(성동구 광장동 소재)
1977. 3. 9 도서관실무자 세미나(정기총회와 함께)
주제: 내가 본 한국신학도서관 장소 : 서울신학대학 도서관 세미나실
강의 및 강사
- 주제강연 : 하도례 선교사
- 도서관의 기능과 요소
- 도서관의 목적
이상의 문제점과 실질적인 제안과 토의가 있었음
1977. 7.14-15 제1회 연수회(주제: 한국신학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장소 : 장로회 신학대학
강의제목 : 1) 각 신학도서관 현황과 실무(보고)
2) 주제발표(조직 및 관리, 수서, 정리)
3) 세계의 도서관 동향과 미래

1981

박봉배
(감신)

1981년 7월
이재철, 주제목록의 제 문제점
이재철, 주제색인의 작성

박창환
(장신)

1982년 8월11일-13일 여름세미나
장소 :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주제 : 한국신학대학 도서관의 실태와상호 이용에 관한 문제
김영수, 한국 신학대학 도서관의 실태
윤치경, 도서관 상호대차에 관하여
1983년 3월
현규섭, 도서관 자동화업무의 현황
1983. 8. 8-10 여름세미나
주제: 신학도서관의 수서현황과 공동수서의 모색 장소 : 고신대학
강의 및 강사
- 주제강연 : 한태동 박사
- 상호 유기관계로 인한 자료교환 문제
- Classification 에서의 DDC 사용문제
- 운영법상의 문제 - 토의
1983. 10. 7 실무자 세미나
주제: 신학자료 분류 연구 장소 : 대한신학교
1983. 12. 13 실무자 세미나
주제: 신학도서관 자료 수서와 목록 연구

1973

1976

198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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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박창환
(장신)

1985

박창환
(장신)

1986

1986

1988

1984년 3월 춘계 세미나(1984. 3. 29)
장소 : 반도 유스호스텔 세미나실
주제 : 대 공중 업무로써의 대출 제도 및 업무 내용에 관하여
강사 : 윤치경 교수(대한신학교 도서관장)

박창환
(장신)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 발간
1986. 6. 30 실무자 세미나
주제: 장소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양평)
1986. 8. 12-14 여름세미나
주제: 장소 :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경북 왜관)
강의 및 강사

허 긴
(침신)

1987. 2. 16-19 도서관 강좌
주제 : 분류와 목록 장소 : 장로회신학대학 선교관
강사 : 이우범 교수(한성대 도서관학과)
김명옥 교수(숭의여전 도서관학과)
정기덕 교수(장로회신학대학 도서관장)
1987. 5. 12 실무자 세미나
주제: 시청각 자료 관리와 봉사 장소 : 요단기독교서적센타 세미나실
강사 : 최지운 교수(숭전대학교 시청각교육원장)
1987. 8. 12-14 여름세미나
주제 : 분류체계 현황과 한국신학도서관 분류통일안 연구 장소 : 수안보
로얄호텔
강의 및 강사
1987. 10. 13 실무자 세미나
주제: 도서관 전산화 사례발표 장소 : 요단기독교서적센타 세미나실
강사 : 이세웅(현대사회연구소 자료실)

김영실
(대신)

한국도서관협회 관종별 협의회 위원 단체로 본 협의회 위촉
* 관종별 협의회 - 본협의회, 공공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협의회,
국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전문도서관협의회
1989. 8. D.D.C. 20판 종교, 교회분야 인쇄 배포
1988. 4. 25-26 실무자 세미나
주제 : 목록에 관한 세미나 장소 : 서울신학대학 도서관
강사 : 김영미 주임
1988. 6. 21 실무자 세미나
주제 : 효과적인 수서업무와 대출업무 장소 : 성결교신학교 도서관
강사 : 권길웅 과장
1988. 8. 3-5 여름세미나
주제 : 도서관 업무 전산화를 위한 공동 연구 장소 : 내장산 관광호텔
강의 및 강사
조원호 실장, 강동전자 S/W 개발부, 삼성반도체 컴퓨터 사업부
1988. 10. 11 실무자 세미나
주제 : 학술정보 자료 업무와 봉사 장소 : 대한신학교 도서관
강사 : 이무근 부장
1988. 12. 14 겨울세미나(정기총회와 함께)
주제 : DDC 19판 종교분야 장소 : 한국교회10주년 기념관
강의 및 강사
DDC 19판 종교분야 발표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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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김영실
(대신)

1989. 4. 10. 실무자 세미나
주제 : 정기간행물 및 업무에 관하여 장소 : 수원가톨릭대학도서관
강사 : 김경일 국장(한국도서관협회)
1989. 8. 9-11 실무자 세미나(여름세미나)
주제 : 대출, 열람, 서고 관리를 위한 공동연구 장소 : 선데이 비치 산장
강사 : 박희영 선생
1989. 10. 12 실무자 세미나
주제 : 도서관 전산화 실무(PC를 통한 도서관 실무) 장소 : 장로회신학대학
강사 : 박경화 선생(인하대학교 도서관)
1989. 12. 15 -16 실무자 세미나(겨울세미나)
주제 : 한국신학대학도서관 수서정책에 관한 연구발표 장소 :
부산해운대한국콘도미니엄
강사 : 양유식 선생(대신대 도서관)
1990. 1. 11. 신학사서교육 세미나
신도협 도서관 전산망 교육실시(T.L.N.S 설명)
1990. 4. 19-20. 실무자 세미나
주제 : 참고봉사 실무 장소 : 엠마오서적 세미나실
강사 : 김효정 교수(중앙대 도서관학과)
- 부주제: 신도협 도서관 전산망 교육실시(T.L.N.S)
1990. 7. 18-20 실무자 세미나(여름세미나)
주제 : 참고봉사, 비도서자료 관리 장소 : 부곡관광호텔
강사 : * WORKSHOP
1991년 12월 겨울세미나
김성렬, 외국업무 수서업무

1992

김영실
(대신)

1992. 12.9-11 실무자 세미나
강사 : 장소 : 대전 유성 경하장

윤영탁
(합동)

1993년 7월13일(화)-16일(금) 여름세미나
주제 : 도서관 전산화 장소 : 강원도 설악산 대명콘도
강사 및 강의 :
안계성 : 신학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선정(개발)접근방법
사례발표 : 성결교 신학대학 도서관
총신대학 도서관
대전침신대학 도서관
장로회 신학대학 도서관
서울가톨릭대학 신학부

윤영탁
(합동)

1994년 7월 여름 세미나
주제 : Kormarc 훈련 및 Union D.B.를 위한 통일안
일시 : 1994. 7.5(화)-8(금) 장소 : 무주 리조트
강의 및 강사 : 발제 강의 : 박진희 부장(성서공회)
Tag Workshop(1) 01X-09X
UMI Guide
그룹토의 : 1. 신도협 활성화 가톨릭 모임
2. Kormarc 기술규칙
3. 도서관상호대차
4. 신학용어 통일안
신학도서관 회보(계간) 창간호 발간
1994. 11.17 한국십진분류법(KDC) 제3판 기독교 분야 개정안 검토 및 의견서
제출
1995. 2. 20 논문 영인 사업 개시(학문영역을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교육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이상 8개 분야로
구분
1995. 4. 6 UMI(외국신학박사학위논문) 자료 공동구입

199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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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권길웅
(장신)

1995년 1월 겨울 세미나
일시 : 1995. 1.24(화)-26(목) 장소 : 성 도미니코 수도원 피정의 집(강원도
횡성)
강의 및 강사 : Network에 있어서 공동 DB에 대해서(정한영 사장)
신도협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발제(김영수 과장)
95년도 공동사업의 전망과 과제(권길웅 과장)
그룹토의 및 종합토의
1995년 4월 춘계 실무자 세미나
일시 : 1995. 4.27(목)-28(금) 장소 : 고려신학교 경향 수양관
강의 및 강사 : 정기간행물 Marc Format 훈련
1995년 5월 전산 실무 대표자 회의
일시 : 1995. 5. 19(금) 오전 10:00 장소 : 가톨릭대학교 신학부 도서관
- 전산 정보개발위원회 구성 및 공동사업 추진
1995년 7월 여름세미나
일시 : 1995. 7.11(화)-14(금) 장소 : 침례신학대학교 도서관
강의 및 강사 :
신도협 Network 망의 실현가능성(KCM-한국과학기술정보센타)
인터넷 현황과 사용방법(POWERNET)
LAN과 도서관 전산화의 관계(침신대)
CD와 LAN과의 만남, 네트망과 Practice(경일시스템)
rhdwndx공중통신망 활용계획(성서공회)
인터넷 워크숍
도서관전산화 사례발표
침신대 도서관 견학
분임토의 및 종합토의
1995년 11월 겨울세미나
일시 : 1995. 11.23(목)-24(금) 장소 : 유성온천 만년회관
강의 및 강사 :
도서관 전산화 사례발표(5개교 선정)
사례발표에 따른 토론
전산화 구상 도서관 발표
전산화에 따른 상호 정보 교환
1996년 7월 여름세미나
주제 : 인터넷을 배웁시다
일시 : 1996. 7.3(수)-5(금) 장소 : 성 이시돌 피정센타(제주도 한림읍 금악리)
강의 및 강사 :
1996년 10월 가을 실무자 세미나
일시 : 1996. 10.211(금) 장소 : 성결대학교 도서관
강의 및 강사 :
한국신학관계 학위논문 CD-ROM 소개와 검색 S/W 데모 공개(채종준)
1996년 12월 겨울세미나
주제 : 도서관과 정보통신의 오늘과 내일
일시 : 1996. 12.5(목)-6(금) 장소 : 횟불선교회관
강의 및 강사 :
도서관(전자, 디지털, 멀티미디어)과 정보통신(김종은)
전자도서관 탐방(수원농대)
종합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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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춘계 실무자 세미나
일시 : 1997. 3.20(목)-21(금) 장소 :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강의 및 강사 :
주제 : Internet/Intranet을 활용한 전자도서관 구축
1) 이론 및 실시간 접속 데모
2) Network 개요 및 구축사례 등

1998

박창옥
(성결)

1997년 7월 여름세미나
주제 : 상호대차, 대학종합평가
일시 : 1997. 7. 9(수)-11(금) 장소 : 한국 코타 충주호 리조트
강의 및 강사 :
김영수, 온라인 공동편목 시스템
정한영, 인터넷을 통한 학술정보 공동 DB 구축 및 상호 이용
최종명, 대학 종합평가를 대비한 도서관 사례연구
최종명, 국가 학술정보 유통체제의 확립방안 -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채종준, 신학관계 학위논문 DB CD-Rom 시연 및 교육
박창옥, 회원교간상호대차 관련
1998년 7월 여름세미나
주제 : 비도서 자료 Marc Format/ 전자도서관 솔루션. 학위논문 및 학회논문
웹검색
일시 : 1997. 7. 8(수)-10(금) 장소 : 설악 웰컴 콘도
강의 및 강사 :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워크샵(NETSEC-KR'98)
인터넷 정보보호 및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1999

김영수
(서신)

1999년 2월 3일-5일 겨울세미나
주제 : 원문데이터 솔루션 발표 장소 : 대명설악콘도
강의 및 강사 :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의 도서관과 전산소
전자도서관 솔루션
신학도서관 전자적 상호대차
원문 D/B구축 맟 활용방법
1999년 6월 여름세미나
주제 : 전자저널, 정간목록 공동관리, Y2K, 저작권, 기록보존 등
일시 : 1999. 7. 14(수)-16(금) 장소 : 부산기록보존소
강의 및 강사 :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워크샵(NETSEC-KR'98)
인터넷 정보보호 및 컴퓨터 바이러스 방
2000년 1월 25일-26일 겨울세미나
주제 : 전자정보시대의 사서의 역할 장소 : 대전 만년장
채종준, 학위논문 Full Text운영의 현재와 미래
김익중,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자료보존(Microfilm을 중심으로)
김동조, Web DB와 전자저널 발전방향과 InfoTrac Web신도협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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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5일-8일 여름세미나
주제 : 사이버시대 도서관의 역할 변화
장소 : 프레야 낙산콘도
강사 및 강의
김영수, 주제강의. 무지개 칼라 레이블 발표
김진욱, SLIMA-ST를 활용한 KMS
고정호, 가상교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박경화, 전자도서관과 XML
최용준, DDR Database
신만섭, 사이버대학과 신학교육
이정미, Down load 편목
조석현, 비도서자료 편목

2001

이석철
(침신)

2000년 11월 30일-12월 1일 겨울세미나
주제 : 사이버시대 도서관 업무의 변화 장소 : 대전 스파피아 호텔
김광일, 학술지공동활용시스템
이용각, 사이버신학대학구축을 위한 제안
권준언, 대학도서관과 온라인서점간의 B2B
분과토의, DBPIA 컨소시엄 소개
2001년 7월 4일(수)-6(금) 여름세미나
주제 : 미래도서관과 사서
장소 : 설악 금호리조트
강사 및 강의
조윤희,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X.M.L. 표준기술적용
박경화, 전자도서관과 VOD System의 활용
김휘출, Web을 이용한 참고봉사
김영수, 사서(직)의 과거와 미래
2001년 12월 10일(월)-12일(수) 겨울세미나
주제 : 전자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
장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강사 및 강의
Kins,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을 위한 지능적 자료검색 솔루션 KDB Meta
Search
ForHim, 온라인 디지털 자료 활용 솔루션 - 디지털자료 관리시스템
edu-i, CLS를 이용한 신학대학 지적 자산 축적 및 활용방안
송승훈, 디지틀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Volcano-i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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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여름세미나
주제 : 이용자 중심의 열린도서관(전북 무주 리조트)
일시 : 2002. 6. 26(수)-28(금)
강의 및 강사
김종은, 열린도서관의 정보서비스(ERISNET을 중심으로)
김영수, 신만섭 이용자 중심의 e-Book(e-Contents)수서
김광일, 도서관 정보공유를 위한 ASP시스템(상호대차와 관련한 asp활용)
백운현, 열린도서관운동을 통한 도서관활성화 방안(침신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2002

신만섭
(합신)

2002년 11월 겨울세미나
주제 : 신도협의 과제와 전망(안면도 롯데오션 캐슬)
일시 : 2002. 11. 27(수)-29(금)
강의 및 강사
주제강의 : 한복희 교수,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하여
황명길, 신학도서관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고
전혜영, 신학분야 해외 학술지 공동개발 및 이용
강덕선, 장서점검에 관한 시스템 운영
분과토의,
저작권 전송권 이해, 다국어 입력을 통한 신학정보검색 등의 다양한
솔루션 내용을 다룸

제2장 기념 논문집

신학 도서관의 사명1)

김창의2)

차 례

1. 신학도서와 도서관의 과제

2. 연구자와 도서관의 상호협력

1. 신학도서와 도서관의 과제

1.1 종교와 도서
희랍의 신 큐리오는 양면성이라 한다. 한 면의 모습은 우리 얼굴이요. 다른 한 면은 웃
고 있으니 말이다.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도서 전시회야말로 한국의 문화
창달에 위대한 공헌을 남긴 ｢금속활자｣의 ｢세계최초공인｣이라 하겠다. 이는 물론, 우리 자
체의 새로운 일은 아니다(오래전부터 초등학교 사회과 교재에도 고려금속활자는 서양보다
200여년 앞섰다는 내용이 나온다).
｢의인(義人) 가인의 핏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듯이｣ 출판문화의 역사 자랑은 ｢심은 대로
거두워진 셈｣이다. 詳定禮文이 아쉽지만, 밝아오는 동창에 커튼이, 소용없듯이 우리의 출
판문화는 세계에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것은 선인들이 세워놓은 文化 功績 이야말로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책의 역사
의 역사 자료는 세계최고 금속 활자본인 直指心經3)”으로 인쇄계에 왕관을 차지하게 되었
1) 편집자 주 : 본 논문은 1974년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태동에 깊이 간여하였고, 초대 사무국장을 역
임한 김창의 박사의 저서인 신학연구문헌학 , 1972년 출간)의 내용 중 “제1편 신학도서관의 사명”
을 발췌하여 게재하였기 때문에 현실감각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학
도서관의 사명을 고취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게재합니다.
2) 신도협 초대 사무국장, 전 총신대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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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말이다.
그러나 한편, 큐리오는 우는 얼굴이 있다. 국내 도서의 목록계에 들어 있어야 할 ｢한국
고서목록, 羅麗 문적지, 재불 한국관계 문헌목록｣등에 일획의 언급이 없음은 선인들의 책
임으로 돌려야하나, 아니면 도서관사서 혹은 학자들의 무능과 태만에서 온 것일까? 우리
는 이제라도 새로운 자각과 각성으로 문화 창조와 전달에 증진해야 하겠다. 1452∼1456년
에 출판된 종전의 최고 활자본으로 알려진 도서는 독일 구덴베르크의 ｢42행 성서｣로서
이는 누구나가 다 아는 기독교의 유일의 경전이다. 동시에 “영국에 있어서 처음 출판의
창시자는 요한 칵톤(John Caxton)으로서,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승원장이었다4).”
프랑스 국립도서관 전시회에 선을 보이고 보존되는 ｢직지심경｣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약
간의 논란이 있긴 하나 불교의 서적인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이미 잘 알고 있는｢고려대
장경｣도 호국불심에 우러난 불교에 최대의 문화유산이라 하겠다.
종교는 저마다 기본적인 경전이 있고 선교를 위하여 유형(활자를 통한 책자), 무형(전파
를 이용한 방송 TV, 테입 레코드)의 매체(Media)가 동원된다. 여기에 전자는 대부분이 도
서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 예로 성경만 하더라도 “1970년의 세계통계를 보면 170,344,415
권이 1,531개 방언으로 출판되었다5)”｢책 중의 책｣이란 말은 이점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
으며 기독교야말로 출판문화와 도서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훈을 하고 발전해 왔다.

1.2 기독교와 도서관사
Hessel박사가 그의 도서관사(History of Library)에서 지적하듯이 “교회의 도서관 발전
에 기여도는 막대 하거니와 초기부터 공적을 남긴 기관은 수도원 도서관6)”이라고 한다.
이는 초대교회에 파코미우스(Pachomius)의 수도원 규칙(the Monastic Rules)에도 지적하
듯이 수도사를 위하여 책을 대출하며 자료를 수집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비잔틴
수도생활의 개혁자인 데오도러스(Abbot theodore of studium)는 모범적인 서적학교(A
Model School of Calligraphy)를 두고 많은 진귀한 사본들을 남기었다7).
閑暇는 정신의 대적(idleness “the enemy of the soul”)이라고 여긴 저들은 매일의 일과를
3) 동아일보 1972. 5.31. 중앙일보 1972.5.29.
4) Good, H. G. A.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1950, p. 70.
5) 대한성서 공회에서 제공한 통계로서 한국의 출판 현황은 1970년에 4,488,394권이 이었으며 1971년
도에는 5,005,100권이 되었다.
6) 김창의, 중앙수도제도사, 경인문화사, 1969 p. 70.
7) Good, H. G. op. cit., p. 69. 김창의, 상계서.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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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노동, 독서로 일관하였다. 무엇보다도 수도원을 서양문화의 온상지로 만든 공적은 카
시오도러스(Cassiodorus 487∼526)로써 그는 저명한 정치가이며 비바리움(Vivarium)수도원
을 창설하고 학문과 도서관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수도사들을 위하여 신학 및 세속
문헌총람(Institutiones divinarium et saecularium litterarium)이라는 백과사전을 편찬하여
후세에 백과사전의 창시자로 알려지고 있다8).
특히 신학연구에 있어서 원전을 접하지 않고는 진정한 성서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
움을 느낄 때가 많다. 이럴 때마다, 문제점을 풀이 해 주는 책이 있다면 이것은 콘콜단스
(Concordance)인데 ｢성경의 몇 구절에 어떠한 단어가 나타났는지를 제시해 주는 책｣으로
서 ｢Concordances of the vulgate｣이다. 이것은 파뚜아의 안토니(Antony of Padua)가 저
술을 시작하였고, 벌겓경(C. V)의 색인을 실제로 착수한 사람은 1230년에 ｢Hugo de
Santo Caro｣가 300∼500명의 수도사(Monks)들의 도움으로 완성한 것이다.
휴고(Hugo) 추기경은 절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각장을 동일하게 7부분으로 분류해서
알파벳 순서로 정리했다9).
특히 ｢대학의 설립｣10) 당시 도서관계로 돌아보자면, 인쇄술이 발달치 못한 관계로 학문
연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1288년에 이태리의 벨첼리(velcelli)시 당국은 대학을 설
립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사서생을 2인 두기로 대학당국과 약속을 한
것으로서 짐작이 간다.
대학의 장서로는 솔본 칼리지에 제일 장서가 많았는데 대도서관(Magna Libraria)과 소
도서관(Parva Libraria)등 2부로 나누어 전자는 일반적으로 독서가 가능한 책을 쇠고리로
메어 열람케 한 것이오, 후자는 복본이거나 가격이 높지 않은 책을 포함하는 것인데 일정
한 요금으로 빌려주었다. 그러나 원래 책이 고귀하였으므로 많은 책이 유실 도난 되었다.
그러나 당시 新本은 거의 대학교원들의 강의를 기본으로 삼은 것으로 대학이 도서의 중
심지가 되는 동시에 대학도서관의 장서도 점차 증가되었다. 1322년 솔본 도서관에서는
1017권, 1388년에는 1722권 그리고 그 후에는 책 수도 증가되어 열람실 및 기타 시설들을
특별이 증설하여 사용하게 되었다11).
8) 상계서. p. 350.
9) Danker, Frederick W. Multipurpose Tools For Bible Study. Concordia publ. House, 1966, pp. 1∼
2. 1250∼52년에 세 명의 영국 도미니칸(Dominicans)프랑수와, 빠스칼, 뒤리뽕(Franc, Ois, Pascal,
Dutripon) Concordantiae bibiorum Sacrorum vulgatae editionis(paris, 1838), 7th ed.(1880)에 이르
러 벌겐경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하려는 초기노력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10) 중세시대는 서로마의멸망 476년에서 문예부흥이전 동로마제국이 몰락한 1453년으로 그러니까 약,
기원5세기부터 15세기까지인 1천년간을 보는 것이 통례이다. 다시 세분하자면 중세 전기를 11세기
까지로, 중세 후기를 11세기 이후로 나누는데 후기에는 도시의 발달과 대학의 설립에 두드러진 특
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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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 크로이랜드(Croyland)의 한 수도원에서는 1100년 경, 큰 화재로 인하여 파
괴되었는데 당시 도서관장서로 700권의 책을 손실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그 후 2∼3세기
후에는 적어도 1∼2천권이나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독일에 스폰하임(Sponheim)수도원
도서관은 2천권을 소장하고 있었다12).

1.3 목회자와 독서효과
목회자를 우리는 대부분이 목사, “강도사13).” 전도사 그리고 신학생과 같은 사람들을
목회자 혹은 교역자라고 할만한 분들이다. 목회자의 임무는 심방(교인의 가정방문, 상담)
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강단을 지키며 설교를 통하여 ｢예배모범｣을 가르치는 설교가 큰
짐이 되는 동시에 사명이라 하겠다.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1주에 4∼5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물론 목회자가 적은 이유도 되겠지만, 1편의 설교를 준비하
려면 적어도 주일 낮 예배에는 40여폐이지의 원고가 필요하고, 저녁예배 때는 30폐이지가
드는 셈이 된다.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료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누워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로 설교의 1차 자료는 성서(Bible)이다. 둘째는 기도와 체험신앙 중에 얻
어지는 영감이요, 셋째는 Media를 통하여 三合하여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
히 드러내며, 예배자로 하여금 무딘 심령을 감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흠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려니와 신자로 하여금 계속되는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본문 말씀을 경건히 연구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준비하여, 혹 역사적
실례를 든다던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거가 확실하고 결과가 양호할 것을 선택
해야 할 것이다. 성서연구를 아니하고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죄라고 아니할 수 없고, 책
을 읽지 아니하고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식은 밥을 놓고 손님을 청하는 격이다.

11) Schachner, N. the Mediaeval Universities, London 1908. pp. 327-8 김창의, 독서와 도서관②(한국
복음신보), 1969. 10. 통권 438호.
12) Good, H. G. op. cit., p. 70.
13) 교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강도사 제도는 주로 장로교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그해(1년 1회)에
강도사 고시에 합격자를 말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불려진다. 장로회총회신학대학(합동측=사
당동소재)과 장로회신학대학(통합측=광장동소재)에서 이 제도를 쓰고 있는데, 수업 년한은 일반대
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3년간 신학을 연구함으로 7년이 소요되고 있다. 기타의 다른 신학대학은 4
년 혹은 3년제이다.

신학 도서관의 사명 63

1.4 한국 신학도서의 출판개관
신학은 모든 학문들 중에서 책 저술에 多産的 수준에 돌입하고 있다. 1880년대에 신교
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복음주의 문서는 한국에서 기독교를 증거하는 필요불가결한 부
분이 되어왔다. ｢신교가 전래 된지 5년 후인 1899년에 종교서회가 조직되어 기독교문서들
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즉, 1889년 10월에 몇 선교사가 정동의 언더우드 목사 댁에 모여서
협의한 결과 韓國聖敎書會(the Korean Tract Society)14)라는 회사를 조직하려고 제반 준
비를 끝낸 그 다음해인 1890년 6월 25일에 그 헌장이 통과되니 이것이 곧 현재 대한기독
교서회의 모체가 탄생하였던 것이다15).
특별히 1954년 이후 기독교 문서는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서목(韓國書目) 1954∼
1962(국립중앙도서관, 1964)에 기록된 도서목록을 보면 1945∼1962년에 출판된 책은 모두
17,228권이다. 그중에 기독교서적은 1,365권뿐이다.
출판된 총수와 기독교서적을 비교해보면, 기독교서적은 상당히 많은 비율(약7∼8%)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더 중요한 일은 불교와 유교와 기타 종교에 관한 서적들은 겨우 176
권뿐이었다. 기독교서적은 한국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서적을 합친 것보다 거의 1,000권
이상이나 많이 출판되었다. 여기서 기독교서적 1,365권 중에서 497권은 서구저자의 번역도
서이고, 863권은 한국인의 저술로서 1945∼1962년

16)의

한국서목에서 67%를 차지하는 셈

이 된다.
이곳에 기독교서적 출판사는 139개인데 그중에 가장 큰 출판사로서 가장 많은 책을 낸
곳은 기독교서회이며 139개 중에서 크기의 순서를 보면 다음에 10개를 헤아릴 수 있다.
1. 기독교서회 - 384권
2. 가톨릭출판사 - 125권
3. 기독교 교육협회 - 94권
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 79권
5. 기독교 대한 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 53권
6. 대한기독교 계명협회 - 45권
7. 경향잡지사 - 43권
14) 이후에 본 서회 명칭은 여러 번 바꾸어졌다. 즉 1911년에 전도서류회사(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등 현재까지 6번 변경됨. 한국기독교서회약사 pp.49∼69.
15) 1927년에 만도 기독교서회는 43권의 신간이 나왔다. The Koria Missions Year Book pp. 146.
16) 김춘배, 대한기독교서회약사. 1960. p.4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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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조사 - 40권
9. 생명의 말씀사 (팀 선교부) - 24권
10. 대한 성서공회 - 22권
기독교서회가 기독교 출판계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며, 사실상 신교의
출판사 가운데서 경쟁할 출판사는 없다. 139개의 출판사중 99개 출판사는 모두 17년 동안
에 3권이상의 책을 출판하지 못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1971년도 출판통계를 보
면 12분야 중에 4번째로 많은 도서를 출판했으며 20종이 나왔다.

1.5. 신학대학 도서관의 당면과제
한국기독교의 발전과정은 100년의 연륜을 쌓았다. 동시에 교계에 일할 수 있는 일군을
양성함은 필수의 대과업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준 지상명령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신학교육기관은 목회자와 신학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아세아와 남태평양 지역에 만도 400
개의 신학교가 있으며 그중에 한국에 만도 군소교단의 신학교육기관이 68개가 있는데 연
평균 5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17).
수년전만 하더라도 늘어나는 신앙인구의 증가로 신학생의 교육은 속성과가 되었으나,
해방이후 4반세기를 넘어서는 우리의 신학교육계도 점차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론이 대두
되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과 문화척도가 높을수록 교회의 지도자는 사회의 깊은 학문위에 영력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고 학문이 세분화 될수록 좀더
다양한 커리큘럼이 요구되며 교육환경도 양호해야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그 역사 안에서 가장 뜻있는 변화의 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분명한 사실이다. 새로운 사회와 산업의 형편들, 오늘의 비기독교 세계를 새로이
알아보는 것, 인류역사를 광범위하게 뻗쳐서 철저하게 더 아는 것과 지금까지 꿈꾸지 못
했던 우주의 힘의 신비를 약속해두는 새로운 과학은 기독교역사의 의로운 한 과제를 수
납했다.
이리하여 기독교 역사는 그 자세가 한 부분이 되어있는 전 역사로부터 고립하여 공부
할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은 역사적 비평의 과정들 속에 내포되기에, 모든 것을 충분히 이
17) Ro Bong Rin Theological Association Program Singapore 6th August, 1971. 기독교연감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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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여야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서관봉사를 해야할 것이며, 우리 앞에 부닥친 당면과제는 무
엇일까? 중세대학설립에 대한 기독교 교육기관의 공헌은 자타가 인정함이요. 한국교육의
발전도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낙후를 어떻게 탈피할 것이며 어떠한
과제의 해결로 알찬 실효를 거둘 것인가? 적은 경험에서나마 얻은 소견을 피력코자 한다.
⑴ 신학사서의 전문성 요망
학문계열에 있어서 신학의 위치가 높거니와 신학의 기반위에 선 도서관직의 전문직이
필요하다. 신학교육은 7년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그 위에 도서관학 교육을 받아야 신학사
서 감당에 무난하다. ｢일반문학은 뇌(머리)로 쓰는 학문이라면 신학은 마음, 영의 세계의
학문이 따르기 때문에…｣ 더구나 신학참고사서는, 성경에 구약의 원본은 히브리어이고, 신
약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고도의 해박한 학식이 필요하다.
복음 선교의 100년인 오늘, 이 나라의 교계는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를 배출했다. 교
육의 일선에서 교육자의 가치와 위치는 높아가면서 연구자들에게 봉사하는 신학사서의
“흉년은 언제나 벗어날 것인가!”
⑵ 신학서지 작업이 시급하다
일반대학에서는 주로 D.D.C 혹은 K.D.C.를 사용하고 있지만 신학도서들의 분류에는 너
무나 세분된 학문을 200(201∼299) 단위만을 사용하기에는 여러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다
양한 분류제도를 사용하고 있다(여기에 관해서는 차후에 더 연구가 필요하다).
중대한 작업의 하나는 도서관 자체의 신학도서 장서목록 작성이다. 이는 사서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의 제한으로 많은 시일이 요구될 듯…. 그리고 다른 ｢대학도서
관이나 국18)ㆍ공립 도서관에 목록에는 많은 수의 신학도서가 수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도서관에서 하루속히 신학종합목록이 나와야할 것이다.
⑶ 상호대차제 필요
이것은 종합목록이 완성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교파와 신앙노선의 분리로 연
구자료 등을 교환하기에 우려하는 일부가 있어, 학문 연구 상 장애가 되는 점도 없지 않다.
도서관 발전에 있어서는 어떤 교회정치나 한계를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교파 혹은 그 대
18)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목록(해방이전 도서)에도 불과 30여종 밖에는 없으며 ｢Label에도 기타 종교｣
로 표시하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필자가 조사한 것만도 해방이전의 기독교 서적은 300여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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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특성 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며 연구 자료에 있어서는
종교(기독교, 불교, 유교 …), 교파(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 노선(보수, 자유), 사이비
종파 등 ｢비종교학｣이 교과과정에 있는 한 각 분야의 폭넓은 자료를 소장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⑷ 한국교회사적 문헌수집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비록 짧은 것이나 놀라운 발전을 본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열
정적인 信心은 아세아뿐이 아니라 세계교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에게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다 빨리 가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우리 후배들의 연구에 도움을 줄뿐더러 세계학자들이 우리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서관이 대학의 심장이라면 희귀본은 도서관의 심장이다19)”
⑸ 도서관학강좌 설치요망
대학교육은 최고의 학문연구기관이다. 대학생은 교수의 강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는 自學自習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시설 좋은 도서관이 있어도
도서관이용방법에 미숙함을 절감하여 새로운 대책이 요청된다. 고등교육 중에 대학원에서
는 논문지도를 위하여 서지학 혹은 논문 지도법을 학점에 넣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대학교과에 교육시키고 있음은 아는 사실인 즉 재학생이 많지 않은 우
리 신학계에서 시도하여 도서관 중심의 교육을 해봄직 하지 않은가! 또한 우리 뒤에는 많
은 교회의 도서실이 있다. 여기에 관해서도 효과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강습과 교육이 필
요한 것이다. 한 단위의 대학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속에서 신학전문
도서관으로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기를 오늘날 교계나 학계가 요청해야 될 것이다.

19) If the Library is the heart of the Univesit the Rare book area is the heart of the Library.” 이
말은 탬폴대학(Temple Uni.)의 C. Waller-Barrett씨가 1백만권을 수서하는 기념식 석상에서 한 말
이다. St. Marks Library of the General theological Seminary. New Book List. New York. 1971.
p. 1

신학 도서관의 사명 67

2. 연구자와 도서관의 상호협력

2.1 연구자의 태도
오늘날 신학 연구 입문을 준비하기가 수 세대 전보다 훨씬 더 어렵다. 종전에는 넓은
아량을 가진 한 학자가 전 분야를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함으로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오
늘날은 전문화가 너무 발달하여 아무도 한사람이 전 신학 교육의 모든 분야를 취급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아마 아무도 최근에 이르러 개관이나 백과사전 같은 것을 마련하
고자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 중요한 원인일지 모른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생활비를 벌어
야 하고, TV와 같은 경쟁하는 복잡한 생활, 긴급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다시 근대에 신학
적 학문의 양상들이 변천하는 세대를 통해내려 왔다. 과거 반세기 동안의 사람들은 낡은
방법들과 이상들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변경이 어
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없었다.
아마 우리는 옆길로 나가서 몇 개의 술어들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연구에 대해
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훈들의 몇 가지를 살펴보자) Margaret Hutchings는 말하기
를, “참고 서적이나 연구 서적을 정의하기란 거의 불가능 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고 있다. 목록 작성은 참고서적과 연구서적을 위해 좋은 준비의 부분이 되며 도서해제의
서적은 단지 목록작성의 연장과 전문화에 불과하다. 그러나 목록 작성은 참고 서적이 아
니다. 연구란 과학적으로 정확한 것을 발견, 수집, 분석, 평가 그리고 자료의 해석을 요구
하며, 또한 기록들이 전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관련된 사실들과에 근거한 결론들이
다”20)
Wyer는 지적하기를 “연구란 사건 발견이 아니면, 그것은 기계 제작 기술이 수공 기술
과 다른 것과 같이 다른 것이다. 연구는 하나의 단순한 사실의 추구는 아니다”21). 그것은
많은 사실을 포함한 문제가 시도하는 해결이다. 탐구는 어떤 한 권의 책에서 완전한 해답
을 찾을 수가 없다. 연구의 해답이나 해결은 적절한 자료들을 위한 치밀하고 주의 깊은
실험에 뒤따르는데, 거기에서 암시, 사실, 가정들이 모여지고 또한 완전한 해답들은 그것
을 참되다고 받아들이기 전에 시험되고 조사되어야 한다. 아마 해결은 잘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수개월 간의 연구의 산물이 단지 한 뭉치의 필기한 노트이든지 혹은 기껏해야 그
20) Hutchins, Margaret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Chicago”AALA. 1944 p.17)
21) Wyer, “op. cit.”,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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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한 이론의 상세한 이야기뿐일 것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책들은 필수적이다. 알려진
책이나 알려지지 않은 책이나 다 멀리 흘러오는 길이나 방법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다.

2.2 도서관인(사서)의 사명
도서관은 연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험실이 아니다. 직원은 신학 문제들의 해결을 위
해 종사하지 않는다. 연구에 있어서 도서관의 할 일은 어쨌든 중요한 일이다. 도서관은 좋
은 대조사항을 선택하여 잘 정리 하여 찾기 쉽게 하고 자료 사용에 편리 하도록 하며, 신
학 용어를 쓸 줄 아는 직원은 일반적인 술어를 알아야 하며, 그 분야의 계획도 알 수 있
어야 한다.
도서관장은 학자들에게 대조 사항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가라야 하고 신학을 알
아야 하고 도서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도서관 사서는 연구하는 학생에게 그의 주제의 도서 해제와 도서관의 사용에 있어서
마음에 드는 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탐구자의 분야에 있어서와 또한 그 관계의
분야에 있어서 도서 해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Joh G. Barrow의 대저서 “Bibliography of Bibliographies in Religion”(Austin. 1955) 이 우
리에게 도움이 되며, 또한 역시나 Wilbur M. Smith 의 “List of Bibliographies of Theological
and Biblical Literature Published in Great Britain and America” 1595-1931(Coatville, 1931)
은 그의 “Some Recently Published(1950-52) Bibliographies in Books of Biblical
Interpretation” …(Pasadena, 1953)에 의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나는 Theodore Besterman
의” “A World Bibliography of bibliographies and of Bibliographical Catalogues, Calendars,
Abstrects… and the like”가 제3판과 끝판이 출판되었음을 말하고 싶다. 매 5년마다 출판되는
“Andover Newton Theology Bibliography” 는 대단히 훌륭한 것이며, 그것들은 분류가 되어
있다.
도서관사서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도서관의 대조 사항의 조직이나 표본도
역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ASLIB22)의 신판이 대영제국의 도서를 다 아는 것 같이, Lee
Ash 의 새로운 책 “Subject Collections”(Bowker, 1958) 과 또한 Bowker의 출판인 “The
American Library Dictionary”가 미합중국과 카나다 지역을 위한 모든 것(책명 등)을 알
려준다. 우리는 논문집(Festschriften) 수필, 연감, 총서, Symposia 등 수집된 자료를 구하
22) Aslib Directory ; a Guide to Sources of Information in Great Britain and Ireland”(London:
Aslib, 1957). 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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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카-드 목록이나 색인들을 통해서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유의하지 아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카-드 목록 사용에 있어서 그를 익숙하게 하며 용기를 주어야 한
다. 그러면 그는 거기에 따르는 분야나 화제를 찾게 될 것이다.

2.3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연구란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제 자리에 긴밀하게 들어가기 전에는 마치 십자로 말마
추기나 조각 그림을 맞추는 놀이와도 같이 뜻 없는 것이다. 표지나 그림이 보일 때에는
어떤 창작적인 만족이 올 것이다. 모든 연구논문들은 화제의 수집에 있어서 원작을 보아
야 하고, 옛 제목에다 새로 가다듬은 것, 지금까지의 어떤 등한시 된 면의 사조나 혹은 어
떤 주제의 조사하지 않은 형편들을 말해야 할 것이다. 논문은 역시나 자료의 조직에 있어
서 결론이나 “머리말”을 보여주어야 한다23). 모든 보고는 어떤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기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논문은 문제의 해결과 또한 학생과 교수에게 지식
을 더 하는 데 공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질문이든지 그 첫 과정은 어떤 학자의 논문이나 신문 잡지의 직접적 보고나, 혹은
참고 서적의 개요나 학설, 교과서 혹은 정기 간행물이든 간에 이미 연구된 결과들을 연구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가 이름들, 날자, 장소, 완성 등을 백과사전에 나타난 대로 주제의 표지 그
림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학생에게 연구를 시작하게 하고 그의 제목과 국한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그의 일을 계획케 하는 것이다. 백과사전들은 언제나 논문 끝에 있어
선택된 훌륭한 도서해제를 보여 준다.
백과사전들은 당시의 주제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당신의 주제의 장래의 일을
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고무하는 열쇄가 된다24). 백과사전의 사용을 끝이지 말고, 신학의
역사와 같은 분야의 역사들을 그 주제의 간단한 개요와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를 계속 공부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가 당신의 주제의 대지들의 안내서이다. 그것은 당신
에게 그 윤곽을 줄 것이며 그리고 또 범위가 넓은 도서해제와 정의를 줄 것이다(이것은
신학 연구의 기구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기재된 사람의 생애의 사실을 위해서 도서해제의 사전을 찾아야 한다. 통계학
23) Cordasco, F. & Gatner, E. “Research and Report Writing” College outline series New York :
Barnes & Noble 1951), p. 1-4
24) Hilbish, Florence, “The Research Paper”(New York;Baokman Assoc iates, 1952). p.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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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근 지식과 “뉴스 요약”등을 위해서는 “World Almanac”과 “year book of American
Churches”와 같은 것이나 또한 F. E. Mayer의 “Religious” “Bodies of Amrica”(Concordia,
2d. ed, 1956) 등을 참고할 것이다. 이와 같은 참고서적으로부터 당신의 제목을 더욱 전문적
으로 취급하는 일의 목록을 위해 도서해제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당신의 화제는
여러 가지 색인들과 안내서를 통해서 정기간행물 문헌으로 가야 한다. 나는 최근 정기 간행
물의 하나에서 “찾는 공식”을 보이고자 한다(마치 화학 공식같이 다루었다).
백과사전 두 개에다, Readers Guide 하나 혹은 Britannica 두 개에다 World Amanac
하나, 이렇게 자료를 찾아 나아간다면 당신은 항상 무엇을 얻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당신의 손님을 조급하게 만들 것이
다. 그것을 제자리에 더 좋은 학구적인 길은 이러하다.

2.4 연구의 계단
자료를 수집하라.
(1) 사전과 백과사전들
술어를 정의하고 당신의 화제를 좁혀 들어가고 상세히 기록하는데 백과사전은 그 해문
의 역사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서적해제를 조사한다.
(2) 그 분야의 안내서와 역사들
이것들은 전 분야에 당신의 주제의 관계를 제공해주며, 거기에 종속되는 분야와 그 분
야와 연관성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준다. 참고서의 목록을 만든다.
(3) 연감과 안내서(편람)
통계를 제공하며, 살아 있는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제공한다.
(4) 전기 사전들
그 분야에 있어 여러 사람에 의해 된 일을 간결하고도 빨리 볼 수 있게하며 도서해제
에 추가된다.
(5) 정기 간행물 목차와 정기 간행물 문헌
우리의 논문이 자료 수집이나 연구에 있어 도서관 사서가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었
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대조할 곳과 근본의 일을 시작 하는데 줄을 그어야 할 신학적,
교육적, 사회적, 연구를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구의 다른 심사 단계를 목록 작성하
는 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앞서 말한바와 같이 특별한 전문 분야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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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관한 문헌을 다 연구할 수가 없다. 어쨌든 그 줄이 꼭 어디에 그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자신이 가진 사상의 학파의 문헌을 연구한 후이냐? 혹은
각 학파의 사상에서 무었을 대조한 이후이겠느냐?(내일에 새로운 것이 나타날 터인데 우
리가 어떻게 그 학파를 다 연구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실로 우리는 이 특별한 화제가
“Doctoral Dissertations in the field of Religion : their Tihes, Location, Fields and Short
Precis of Contents”(N.Y., Columbia Univ. 1954), Doctoral Dissertations Accepted by
American Universities (H. W. Wilson annually)을 통하여 철저한 작품이 연구되어 오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한 “Abstracts of Dissertation”은 여러 대학교에 의해
출판되었고, 이것들의 목록을 첨부한 논문들이 ATLA. 선교탐구 도서실 등을 위하여 Niel
Sonne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정기 간행물의 목차와 총서들의 주제의 목록이 과거 25년간
역시나 스쳐가지 않았는가? 이것이 복제물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이미 이루어진
위에다 세우기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화학자가 하는 것과 같이). 꼭 어디에 줄을 그어
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학자 그 자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즉 도서관 사서의 할 일
은 연구가 아니요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가 제공하는 바로 그 자료
들로서 그의 연구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물결 같이 많은 자료를 어디에서 멈추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 분석에 있어서 그가 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그 자료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 거리가 된다. 우리의 연구과
정의 한 단계인 “사전”에서 나는 W. M. Smith의 “Fuller Library Bulletin” #20∼21 “A
Bibliography of Biblical Ecclesiastical and Theological Dictionaries”를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목록이다. I.S.B.E.25), G. A. Smith, Davis, 나 Hastings(이
들은 좀 오래전 것이기는 하나 모든 참고 대조에 있어 아직도 필요한 것이다)와 같은 힘
이 되는 것과 더불어, 수정해서 다시 쓴 “Westminster Bible Dictionary”(Westminster,
1949), M. F. Unger의 “Bible Dictionary”(moody, 1957), M. S. Miller에 의해 출간된
“Harpers Bible Dictionary” (Harper 1952)등 서점에 얼마의 새로운 것들이 있다.
그것들 중 대부분은 더 먼저 된 Davis와 Smith의 것을 따라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정의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Pickering과 Ingles는 Davis 원본을 막 재판하였고
I.S.B.E는 Geotfrey Bromiley의 편집지휘 아래 완전히 수정되었다.
“A new Interpreters Bible Dictionary”도 역시 풍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F. L.
Cross에 의해 편집된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Oxford,
1957)는 좋으나, 내 생각으로는 지나치게 광고된 것 같다. 전기의 자료와 영국 교회의 역
25)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James Orr편 (Chicago : Howard-Severance Co, 1930)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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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제의하고는, 그 기사에 있어 나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것은 저자의 편견으로 흐르며,
또한 많은 경우에서 그 도서 해제를 찾기 어려운 책들이다. 어떤 교파의 묘사들은 정확하
지를 못하다. “Alfords Greek New Testament”를 수정한 E. F. Harrison 박사는 몇 해 전
에 신학 사전을 출판 하였다. 그것은 Baker Books House로부터 1959년 9월에 나왔다. 그
기사들은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그 범위는 넓을 것이며, 도서해제의 법칙들이 “오직 중요
한 것들이며, 그들은 이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그것은 이것이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
말해주고 있다. 그와 함께 일하고 있는(30명 이상) 학자들은 모든 다른 학교에서 왔다.
London에 있는 “The Intervarsity Fellowship”도 역시나 신학 사전(1959 봄)을 출판한
것인데, 그것은 범위에 있어서 Harrison의 것보다 적다. 카르키는 학자가 보다 오래 된 사
전 중 하나에다 한 ”새 것“을 더함에 있어 그는 자기의 정의에 불만이 없다면 만족해야
할 것이다. 나는 몇 권의 사전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지혜를 의심한다.
“백과사전”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중요한 종교의 문제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백과사전
이나 사전들 중의 더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Britanica의 경우에 있어서 훨씬 오래된 판들, 즉 9판 혹은 11판이 최근판과 같이 잘 참
고되어 있다. 외국의 일반적인 백과사전들이 가끔 종교에 영어 백과사전보다 더 탁월함을
보인다.
스위스 국립 백과사전 “Svenska Upslagsbok”와 유명한 “Italiana”들은 종교적인 이해가
풍부하다. 두개의 유대 백과사전은 많은 점에서 서로 복제하지 않고 항상 서로 증보한다.
가톨릭 백과사전들 중의 더러는 성서와 신학문제에 관한 많은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해
준다.
Gilmary Society에서 출판한 것은 책장들이 떨어진 채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다.
Steinmuler의 “Catholic Biblical Encyclopedia” (1956, 2v.)는 훌륭한 성서사전이다.
Vigouroux도 포함된 Paris(파리)의 Letouzey에 의해 출판된 대작 총서인 “Dictionaire de
la Bible” (1908-1950, 5v)은 그 증보와 함께 아직도 출판되어 나오고 있으며, 또한
“Dictionaire de theologic Catholigue” (1909-1949 15v. in 30)는 논란된 주제들의 광범한
역사적 개요를 제공해 준다. Stechert-Hafner는 Gert A. Zischks에 의해 편집된 새로운
“Index Iexicorum”을 광고하고 있는 데, 그것은 요구에 응하여 모든 분야의 백과사전과
특별한 사전들에 관한 우리의 모든 의문들을 해답해 준다.
우리 학자들은 적어도 한 가지의 일반적인 백과사전을 꼭 읽어야 할 것이다. 신학 연구
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자주 보지 않고 지났나를 알면 놀랄 것이다. 우리는 학자가 구미의
백과사전과 또 그들 교파의 백과사전도 보아야 할 것이다. “Mennonite Encyclopedia”
“Baptist Encyclopedia”와 같은 교단의 백과사전 등은 특별한 관점에서의 지식을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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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Hastings의 “Real Lexicon” Schaff Herzag, McClintock나 Strong과 같은 전문화한 백
과사전들은 아직도 모두 훌륭하다. 그러나 조금 시대에 뒤떨어졌다.
구미대륙에서 이루어진 얼마의 더 새로운 책들이 있다. (R.G.G7)26)는 얼마 전에 수정판
을 내었다. 독일 학자의 책들은 매회 계속 출판할 때마다 더욱 엄밀히 수정되어 나온다.
그런고로 만일 최근 나온 판이 유용하다면 보다 더 일찍 나온 판을 가지거나 혹은 일찍
나온 영어 번역판을 가진다는 것을 항상 만족할 만한 일이 못된다.
가장 새로운 것을 언제나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영어로 된 진짜 학적인 신학 백과사전
이 있는 곳을 쉽게 찾아내기는 어렵다.
나는 A.C.B uquet의 “Encyclopedia of Religion”을 다시 잘 관찰했으나 그것에 관해서
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다.
우리 학자는 그의 학문 분야에 훌륭한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존되기 때문에 한 권
이나 혹은 더 많은 전문화 된 백과사전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
모든 다른 분야들은 “Education Index”,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Social Science Abstracts” 등과 같은 안내서, 연감, 편람들이 있다. Mudge의 “Guide to
Reference Books, ALA, 1951” 책은 10여 판을 거듭하고 있으며 종교서적 중에 대부분은
현재 1890년 판이 많다.

2.5 도서 해제와 목록의 가치관
도서해제와 목록은 연구문헌의 친절한 안내서다. 선택된 한 분야의 전문적인 문헌의 안
내서는 특별히 흥미 있는 특징들을 지적해 주며, 또한 전반적인 면에 그 관계를 보여 준
다. 그것은 얼마의 상세한 설명을 해 주면서도, 의미심장한 것들과 또한 적절한 두뇌와 항
상 이러한 양식으로 재빠른 독자는 그 읽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안내서는 쭉 훓터 내려 읽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독자이든지 합법적인 의문을 가
지고 그것을 읽는 사람은 그의 문제에 무엇을 제공해 주는지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정
리 되었고 목차가 되어 있다. 그리고는 그것은 어떤 범위이든지 더 나아갈 수 있는 배경
을 제공해 준다.27)
26)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nt”(Tubingen : J.B.Mohr), 3판.
27) Alexander, Carter & Burke. “How to locate Educational Information and Data”3판(New Your :
Teachers College, Columbia, 1950).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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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890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인명 안내서로서 가치 있는 이러한 신학 안내서를
찾아보지를 못했다. 1916년에 된 Smith의 책은 조금 도움이 되나 빈약하다고 생각한다.
“New Scho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n Knowledge”(1908)를 따르고자 노리고
한 “20th Century Encyclopedia”는 지금까지 좋은 시작이었으나, 그것은 실로 큰 실망을
준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
시간적으로 더 먼저 된 것이 탁월하며 훌륭한 역사의 배경과 신학의 옛 이상을 제공해
준다. 이 두 가지들은 Baker Book House에 의해 15권으로 합쳐서 출판되었다. 1896년에
쓰여진(2d.ed)또 하나의 훌륭한 안내서는 Alfred Cave의 “An Introduction to Theology
and its Literature”(Edinburgh, T.&.T. Clark, 1896)였다. 그것은 각 “신학의 부문”을 취급
하며, 그것을 정의하고 이름을 말하며, 각 부문의 술어들과 문제들을 말하며, 또한 과학의
“실용성”그 연구의 역사, 그 구분들, 개괄, 그리고 주제가 놀랍게 분류된 도서 해제 등을
보인다. 추천된 책들은 각기 완성된 목록과 함께 특강집과 총서를 포함한다. 비록 이 책이
60년 전에 출판되었으나 나는 그것이 총서의 목록과 어떤 분야의 옛날에 권위 있던 것들
을 빨리 참고하는데 극히 귀중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신학연구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조사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을 지금까지 보존해 내려오기만
했다면 도서관사서의 신학문제의 대부분은 해결 될 것이다. 우리들의 분류표가 보이는 것
과 같이 신학의 각기 소 부분의 개요와 도서해제가 있다. 이것들은 안내서의 공백을 메꾸
는데 도움이 되나, 안내서의 커다란 종합적인 목적을 결여한다. 이것들은 당신을 주제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주제의 관점과 제자의 치중한 점이며, 그것은 전 분류표에서 제목을
적합한 것을 보여 주기는 매우 드물고 또한 거기에 종속되는 분야를 보여주지 않는다. 뚜
껑 없는 안내로서는, 그것은 편중되기가 쉽다. 더 현대적인 개요일수록 각장 끝에 전문화
된 도서해제를 제공하는데 그것들은 대단히 전문화 되어있다. 내가 본 이것들 중의 최근
의 것은 Paul Hessert “Introduction to Christianity“(Prentice Hall, 1958)이다. 학자는 우
리의 도서관에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가 필요한 것을 뽑아 이것저것 읽
어야 할 것이다.
전기(傳記)분야에 있어서는,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가 있으며, 또한 그 상
대로 “Dictionary of American Biography”가 있다. 종교분야의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는 McClihtock와 “Strong의 Cyclopedia of Biblical Theological and Eeclesiastical
Literature”(Harper 1873)가 훌륭한 전기의 묘사를 하고 있다.
가끔 사람들은 각주(foot notes) 나 도서해제를 제외하고는 아무데서도 기록되어있지 않
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발견한다. 어떠한 신학분야 이든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이 책
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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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파나 학파들의 연감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살아있는 저명한 분들을 알기위해
여러 가지고 “Who's who?”(누가 누구냐)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어쨌든 그 사람에 관한
간단한 언급이나 그가 이 특수한 분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각 사람의 전기 연구에 열중해서는 안된다. 그러다가는 우리의 본래의 연구를 완
성할 수 없는 것이다.
도서해제들은 많이 있다. Barrow의 것은 신학도서해제 저작이 무엇을 했는지를 얼핏
보게 하며, 또한 그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나오고 있다. Princeton 도서 해제들은 도태되어
있으나 훌륭한 것이다. American Bibliographical Service에 의해 출판된 “The Quarterly
Checklists”나 SPCK에 의해 출판된 “View Review”나 “Theological Book lists”는 현전
통용되는 분야에 계속유의하게 도움을 준다. “View of Review”는 “Eleve years of Bible
Bibliography”(Indian Hills, Colorado, Falcon'e Wing Press, 1957)라는 표제를 붙인 그 모
든 권수들과 함께 백조의 노래를 부르던 “Booklists of the Society for O. T. Study”가
남긴 공백을 채우고자 계획되고 있다. 여러 교단들이 도서해제를 막 출판 했든지 혹은 출
판 중인데, Edward Starr에 의한 큰 “Baptist Bibliography” (Colgate University Press)
는 얼마 전에 출판했고 또한 교파역사의 훌륭한 도서해제 등은 Fuller 신학의 Procecings
(화보)에 출판되었습니다. Boston에 있는 Congregational Library는 여러 다른 주제에서
매우 가치있고 선정된 것을 계속적으로 출판하고 있다. 나는 이 논문에서 정기간행 문헌
은 피해왔지만, 여기서 나는 “Interpretation”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느낀다. 그 도서
해제들은 광범하고 훌륭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가톨릭 신학은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른 면에서,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는 훌륭한 도서해제들을 제공하며 또한 신
교의 저작도 포함되어 있다.
“Biblica” 역시나 좋은 선택의 도서해제를 제공해준다.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교수회에서
편집한 ”목사님의 문고를 위한 필수의 책들 (Essential books For a Minister's Library)의
리스트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분류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견해점을 위해 아주 잘
선정된 것이다. 이 모든 도서해제들을 한 학자에게 떠 맡겨놓으면, 그는 갑자기 소화불량
증이 되거나 위압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도서관사서가 적절히 처리해야 할 한 가지 점이
다. 우리가 그에게 골라낸 도서해제를 주거나 혹은 우리들 자신이 책들을 뽑기 위해 도서
해제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학자를 사전에 목록으로 보내야하느냐? 하는
대답은 역시나 학자에게 의존시켜야 한다. 나는 이런 때에 철학박사들과 같이 가장 진보
한 학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가서 특별한 책들을 찾아야 하는지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에게 있어 도서해제들은 “혹시 내가 어떤 분야를 보지 않고 지나가지나 않
았나 하고 보는” 조사명부이다. 그들은 우리의 책꽂이에 우리의 목록에 “리스트”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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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이 완전하고도 말쑥하게 그들이 필요한 책들을 가지고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
학생들이 보는 도서해제의 홍수(술어논문이나 논문 필자들)는 그들을 극히 혼란시키며 숨
막히게 한다. 아마 도서해제들은 부인들의 화장품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마지막 결과
는 보이는(나타나는) 모든 것이다.
정기 간행물의 색인들의 일은 이 조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리워지고 말았다. 나는
그 모든 지시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한다. Claire Shetter와 Stilson List에 의해
된 “List of Periodicals and other Serial Publications Which have been Indexed in
Current Indexes of Bibliographies Pertinent to Theological or Philosophical Research”에
서 신학 기사를 위해 훌륭한 색인의 리스트를 제공해 준다. 이것은 어떤 수준의 연구자이
든지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한 장점이다. 그가 완전히 읽었거나 그
가 모든 기사를 읽든지 간에 그는 딜레마(dilemma)를 발견한 것이다. 그 딜레마는 얻기
쉬운 간행물이나 혹은 얻기 힘든 간행물에 의해 가끔 해결이 된다. 그러나 그의 주제에
관하여 지난 수년간 쓰여진 기사들의 완전한 리스트는 아주 명료하며 또한 그의 주제에
관한 사상의 통용되는 경향의 표지그림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의 분야에서 활
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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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학교육 도서관의 실태

1.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는 신학교육 도서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신학교육
도서관의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려는데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교회성장의 추
세를 보여 왔으며, 또 계속적으로 성장하려는 전망을 내다보고 보다 알찬 1세기를 장식하
려는 노력으로 경쟁이나 하듯이 각 교파를 막론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시점에서 과열된 양적 팽창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의 질적인 저하와 신학교육의 부재성
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당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학교육의 후진성 극복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편에서 볼 때 그와 상관
되어 신학교육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 역할은 교육성과와 매우 깊은 함
수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문교부가 인가한 13개 정규신
학대학(학사학위수여)과 일부 신학교(각종 학교)만이 정상적으로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내일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목회자, 신학자 및 교계의 지도자
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그 기여도가 큰 신학교육 도서관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
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은 전기를 맞은 한국 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
1) 신도협 9대 회장, 전 서울신학대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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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구라고 보여진다. 또한 신학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재정
적인 자립으로 보며, 그러한 노력으로 대의적인 확충을 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
유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리 성장을 위해 유능한 졸업생을 배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형편에 처해 있다. 혹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지 않은 대학도 있겠으나 그
도 또한 장서의 완벽한 구성, 전문사서의 확보 등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 이러한 실
태를 조사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연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1978학년도 말 현재 문교부가 인가한 8개
정규신학대학 -감리교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 정로회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 침례신학대
학- 및 4개 단과대학 -가톨릭대학, 목원대학, 삼육대학, 총신대학의 신학과 등 12개 정규
대학과 강남사회복지학교, 구세군신학교, 대한기독교신학교, 예수교성결신학교 등 4개 각
종 학교 및 아세아연합신학원, 성미가엘신학원 등 2개 신학원을 포함한 18개 도서관을 대
상으로 하였다.

2. 신학교육 도서관의 실태
2.1 도서관 자료
2.1.1 장 서
도서관이 있어서 자료의 위치는 기업에 있어서 자본에 비길 수 있겠고 자료에 있어서
장서는 그 기본이 된다. 도서가 많은 도서관은 도서관 활동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준비
가 갖추어진 것이며, 적은 도서관은 도서관 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추
었다고 할 수 밖에 없겠다.
그러므로 대학설치 기준령 제11조에는 학생 1인에 대하여 대학이 갖추어져야 할 최소
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 12개의 대학(“신학대학”으로 칭함)의 학교별
장서와 학생수는 <표 1>과 같다. 즉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 총수 8,456명에
전제장서 323,452권으로 평균 학생 1인당 38.2권이며, 대학설치 기준령에 의한 30권 기준
에2) 8권이 상회하고 있어 일반대학 학생 1인당 25.5권에3) 비하여 12권이나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나 있다.
2) 대학시설기준령, 제11조 3장
3) 한국도서관협회편, ｢한국도서관 통계 1977｣,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7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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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의 장서와 학생대비표
대 학명

학생수

장
등서

서
서서

계

학생당
장서수

가톨릭대학

317

12,229

20,064

32,293

102

☆감리교신학대학

400

4,200

11,000

15,200

88

☆고려신학대학

500

4,224

12,957

17,181

34

그리스도교신학대학

183

6,000

9,000

15,000

82

☆대건신학대학

200

13,475

23,467

36,942

185

목원대학

1,251

8,803

14,393

23,196

19

삼육대학

630

13,500

11,900

25,400

40

☆서울신학대학

700

10,169

6,309

16,478

24

장로회신학대학

493

9,144

16,156

25,300

51

1,500

7,400

20,600

28,000

19

한국신학대학

203

8,200

9,608

17,803

88

한국침례교신학대학

700

8,822

8,052

16,874

24

7,077

106,165

163,506

269,672

38

500

8,750

3,100

6,850

14

40

1,900

1,200

3,100

78

대한기독교신학교

150

4,000

2,000

6,000

40

성미가엘신학교

190

8,000

18,000

20,000

1,053

70

430

7,400

7,830

112

총신대학

소

계

강남사회복지학교
구세군신학교

아세아연합신학원
예수교성결신학교

600

8,000

2,000

10,000

17

소

계

1,379

21,080

32,700

53,780

39

누

계

8,456

127,246

196,206

323,452

38.2

☆표는 대학원이 설치된 학교임.

그러나 한편 학교별 학생 1인당 평균 책 수가 목원대학이 19권, 서울신학대학이 24권,
총신대학이 19권, 침례교신학대학이 24권으로 각각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는 재학생 수를 문교부 정권과 관계없는 별과, 목회과, 평신도훈련원 등의 부
설과정의 학생수가 포함되어 있어 정원상의 수와 관계하여 보면, 기준을 훨씬 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조사대상 12개 정규 신학대학의 1972년도, 1974년도, 1979년도의 장서와 학생 각
각의 증가 현황을 <표 2>에서 찾아보면, 1972년도에 학생 1인당 장서가 70.5권에서 2년
후 1974년도 52권으로 18권이 감소되었고, 1979년 초에는 또 다시 12권이 감소되어 38권
에 머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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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웃 일본의 신학교육기관과 비교 검토하여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개 신학교육기관의 총장서 411,524권으로 한국의 18개 교육기관의 총장서 323,452권보다
88,000여권이 많으며, 이는 한국의 1.3배에 해당되며 학교 당 평균도 한국의 17,964권에 비
하여 27,434권으로 1.5배나 되고 있다(<표 1>참조).
이렇게 볼 때 학생 1인당 한국 88.2권, 일본 290권, 대만 64권으로 학생 당 장서 수는
한국이 퍽 저조한 편이라 볼 수 있겠다.
<표 2> 연도별 학생수 대 장서
구분
연도
대학

학생 현황
1972

1974

장 서현황
1979

1972

1974

1979

가톨릭신학대학교

250

438

317

28,000

30,500

32,293

감리교신학대학교

186

200

400

12.400

13,450

15,200

고려신학대학

200

280

500

12.382

14,000

17,1801

60

137

183

5.917

8,919

15,000

대전신학대학

161

197

200

24.300

28,309

36,942

목원대학

241

305

1,251

12.170

12,500

23,196

삼육신학대학

282

347

630

13.900

14,859

25,400

서울신학대학

202

291

700

8.100

9,800

16,478

장로회신학대학

240

326

493

14.000

15,328

25,300

총신대학

450

600

1,500

15.730

21,285

28,000

한국신학대학

208

269

203

13.918

15,500

17,808

침례교신학대학

107

367

700

12.126

13,571

16,874

2,450

3,752

7,077

172,943

198,021

259,672

그리스도교신학대학

계

학생 1인당 장서수 70.5 52.8 38.1

또한 <표 1>에서 1979년도 현재 동 서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서가 196,206권, 동서
가 127,246권으로 동서가 39.3%에 그치고 있으나 최근 1978학년도 1년 간만의 장서 증가
는 동서가11,336권, 서서가 15,608권으로 동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63%로 증가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최근에 장서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삼육대학, 서울신하대학, 침례교신하개학
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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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학교별 특징적 자료현황
신학교육도서관의 장서는 그 기관이 어느 교단을 배경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장서
의 특징을 달리한다. 즉, 일반적으로 그 신하대학이 속해 있는 신학적 노선에 따라서 내용
도 다를 수 있다. 장로교라면 ｢칼빈 전집 59권｣은 원문과 번역판을 비치했어야 될 것이며,
성결교의 경우 웨슬레 신학에 관한 저서와 웨슬레 전집의 원문과 번역판을, 그리고 가톨
릭의 경우는 교부신학 등의 원전과 여러 번역판들과 이들의 판례 문헌들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4) 이에 따른 연구에 나타난바, 한국의 신학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이론신학 분야의
책을 많이 소장함을 볼 수 있고, 칼빈신학은 총신대학에, 웨슬레신학은 서울신학대학과 감
리교신학대학에, 교육학은 침신대학에, 심리학은 아세아연합신학원에, 가톨릭 자료는 가톨
릭대학, 철학은 대전신학대학에 집중되어 소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점에 착안하
면 각 대학이 계속하여 해당재료를 계속 분담 수집하여 도서관 상호협조를 위한 기본적
인 소오스(source)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1.3 시청각 시설 및 자료
조사대상 대학 중 15개 대학이 모두 약간의 청각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녹음
카셋테이프는 10개 도서관에 1,048개로 가장 많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고, 다음이 음반으
로 10개 도서관 798개 정도로 침신이 5개 종류, 서울신대가 6개종으로 가장 많이 소장하
고 있으며, 시청각 기재는 녹음기는 공통적으로 모두 비치하고 있고, 녹화기, 오버헤드 프
로젝트는 서울신학대만이 보유하고 있으나 그 실용면에서는 아직도 묘연하며, 특기할 것
은 서울신대와 총신대는 어학실습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2.2 직원
2.2.1 도서관장
도서관장은 대부분 교수직이 겸임되어 있으며(83%), 직위별로 구별하면 각종 학교 교
장 1인, 교수 9인, 부교수 2인, 조교수 3인이다. 다만 3개 도서관만 전임이며, 그것도 2개
4) 김창의, “신학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도협월보, 14권 6호,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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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학교에서만 찾을 수 있고 정규신학대학은 서울신학대학 1개 도서관만이 사무직 전
임 도서관장이 있다.
관장의 대부분이 교수인 까닭에 그들 대부분은(60%) 교과과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관장의 도서관학 수학여부는 도서관학 학위 소지자는 1명도 없으며, 다만 대학에
서 학점을 이수한 관장이 1명, 다음 3명이 강습을 받은 사무직 관장이 있고, 나머지 72%
해당하는 관장이 도서관학을 접한 일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학도서관 관장들에게서
도서관학 부재현상을 볼 수 있다.

2.2.2 직원
직원은 전문직, 비전문직으로 나누어 <표 3>과 같이 조사하였다.
<표 3> 도서관별 직원의 학생수 대비표
직 원
구 분
원
수
신 인
학
1인당 학생수
대
학 1도서관당 인원

전 문 직
석사 학사

비 전 문

초대

강 습

계

보조(사무) 장학생

계

총 계

8

7

9

3

27

18

28

18(46)

45(73)

885

1,011

786

2,359

262

393

263

(154)

203(97)

0.66

0.58

0.75

0.25

2.25

1.5

(2.3)

(3.8)

2.5(5.1)

원
수
1
신 인
학 1인당 학생수 1,379
교 1도서관당인원 0.16

4

1

1

7

7

(1)

7(8)

14(15)

344

1,379

1,379

197

197

1,379

0.66

0.16

0.16

1.16

1.16

0.16

1.3

2.3(2.5)

9

11

10

4

34

25

29

25(54)

59(88)

940

760

845

2,114

248

338

291 266(169) 155(104)

0.5

0.6

0.55

0.22

1.89

1.4

1.6

원
수
합 인
1인당 학생수
계 1도서관당인원

( )속에 수는 근로장학생을 포함한 것임.

172 109(92)

1. 4(3) 3.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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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의 조직
2.3.1 분류법
자료의 조직에 있어서 분류법의 채택상태를 보면 18개 도서관 중 17개(66.7%)가 D.D.C.
를 사용하고 1개관이 L.C.C.를, 3개관이 K.D.C.를, 2개교가 U.T.S.C.(Union Theological
Seminary Classification)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분류법은 신학도서관을 위한 특수 분류법
이며, 서울신학대학과 아세아연합신학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선교사 미스 후지(miss Jenet
Fujii)가 한국에 들여온 것이 최초이며, 신학문헌 분류에 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분류법은 미국 신학도서관 수백여 곳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 유니온 신학이 자체 도
서 분류를 L.C.C.로 재분류함으로써 이 분류법은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며, 또 유지되기가
어렵게 되었고,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신학도서관의 가장 적합한 분류법”이란 세미나
를 통하여 D.D.C.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D.D.C. 18판 종교분야(200대)를 번역했으
며, 곧 출판 예정에 있다.

2.3.2 저자 기호법
신학도서관의 동서 저자기호법 채용실태는 리재철 저자기호법이 9개(50%)로 제일 많으
며, 장일세 저자기호법이 8개로 다음에 따르고, 양서 저자 기호법은 13개 도서관 모두 카
터 센본(Cutter-Sanborn) 저자표를 사용하고, 다만 1개 도서관만이 L.C. 저자기호표를 사
용하고 있다.

2.3.3 열람목록의 비치 상황
열람목록을 종류별로 검토하면, 사전제목록이 7개 도서관(39%), 분류목록이 16개교
(89%), 저자목록과 서명목록이 각 17개교(94%)로 1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되었으며,
주제목록 설치도서관은 7개 도서관이 설치하고 있다.

2.4 상호대차
도서의 상호대차가 필요하다고는 100%가 느끼고 있으나 그의 실현성의 확신은 11개교
(64.7%)가 꼭 이룩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6개교(35.3%)는 이룩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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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실제 신학도서관 상호간에 대차제도가 협약되지 않았으나 상호이용의 실적은 연
간 2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75년 현재 8개 대학 상호대차 현재 연간 91건5)
에 비하여 그 장래 상호협력의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2.5 예산
신학도서관의 예산은 그 의미가 첫째 자료구입비만 의미하는 4개관(23.5%), 여기에 제
본, 사무용품, 비품을 포함하는 7개관(41.2%)이 대부분의 경우이고 인건비를 포함하는 2개
도서관이 있다. 예산정책의 과정도 보통의 경우는 대학당국 의사에 절대 의존하고, 심지어
는 예산안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답한 곳이 9개 대학(50%)이나 되는 소극적 자세다. 도서
관을 위하여 예산을 책정할 때, 교육목적을 위한 신학교육 기관의 총 예산 중에서, 15%∼
20%를 배당하는 것은 명백한 기준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면에서만 아니라 학생
들로부터 도서비를 받아 도서 확보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심지어 도서비는 학생으로
부터 받는 예산만을 사용하며 학교예산에서는 전혀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3. 결 론

교회의 급속한 성장에 따르는 목회자의 양적 팽창과 질적인 저하, 그리고 신학교육의
무질서와 후진성과 같은 신학의 부재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오늘의 한국 신학교육기관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일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교계의 지도자, 곧
목회자, 신학자를 양성하는 일에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신학교육 도서관의 역
할과 지대한 사면은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가 고찰한 신학교육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제 문제를 분석하여 크게 두 항목으로 요약 정리하면서 본 논
문의 목적에 따라 신학교육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김진용, “대학도서관 봉사를 위한 상호대차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5), P.85.
6) Janette E. Newball, A Theo;ogical library Manual (London : The Theological Education Fund,
1970),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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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서관장
본 연구에서 도서관장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타 직과 겸임하고 있는 도서관이 15개관
(83%), 전임하고 있는 도서관이 3개관(17%)인 실정이다. 또한 도서관장의 도서관학 수학
여부는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강습을 받은 관장은 모두 5명(28%) 밖에 되지 않으며, 심지
어 도서관학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관장이 13명(27%)으로서 도서관학의 부재 현상을 여
실히 나타내고 있다. 더 나아가 도서관 학위를 소지한 관장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모순
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장 단기적 정책과 계획을 수
립하여 조직, 인사, 지휘, 조정, 예산보고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막중한데7), 관장의 83%가 현직 교수로서 겸임되어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전력을
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
중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총신대의 경우 동대학 학칙 제87조에 “도서관의
관장직을 두되 교수로 겸임케 한다.”8) 하여 유능한 전문사서라 할지라도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막혀 있다. 전국대학은 조금 달리 부칙 제63조에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도서관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적은 직원들만이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게 될 경우
도서관의 운영과 장래의 발전에 또 하나의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각 신학
대학 및 신학교육기관의 도서관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현직 교수의 겸임제만을 채용하는
직임제를 지양하고 도서관학학위를 소지한 전문사서도 도서관장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마틴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서 “도서관장은 전문직사서로 보하여야 한
다”9) 고 주장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3.2 사서 직원수와 문제성
도서관의 3대 기본요소로서의 시설, 자료 및 직원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절대적으
로 필요한데 특히, 직원의 수적인 면과 전문성이 도서관 운영 활동의 필수적인 기본요건
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10) 그런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도서관 직원의 수와 전문성에 관
7) 김명옥,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조직의 일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5), p.76.
8) 총신대 요람(1978∼1980), 총신대학 출판부, p.37.
9) 이만갑, ｢마틴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서울대학교 도서관보, 9권 1호(1972.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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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도의 상태에 있다.
그 구체적인 결과로서 직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10개 도서관과(56%) 심각한 부족을
느끼고 있는 5개 도서관(28%)을 합하면 무려 84%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직원의 결핍상태
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성에 관하여 만족하고 있는 곳은 겨우 1개 도서관에 불
과하며 상당한 부족을 느끼는 도서관(50%), 심한 부족을 느끼는 도서관(28%), 약간 부족
을 느끼는 도서관(27%)을 합하면 78%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전문성에 관하여 결핍을 느
끼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직원의 수와 전문성 양면에 걸쳐 부족을 느끼고 있는 실태라면
이것은 적어도 신학도서관계에 하나의 경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다.
그러므로 전문사서의 인력부족과 여기에 대한 각 학교 당국의 이해 부족에서 빚어지는
현상이 개개의 신학 교육 도서관의 활기 있는 운영활동 및 발전에는 물론,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상호 협력하여 보다 나은 신학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과
높은 학적 수준을 견지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육성해 내는 일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을 주목하여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3 예 산
예산의 책정 과정에 있어서 신학교육 도서관의 예산 신청에 의하여 전액을 획득하는
도서관이 1개 도서관, 협의조정에 의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도서관이 8개 도서관(44.5%)
이며, 나머지는 당국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도서관의 예산은 대학 경상비
와의 대비로 나타낼 것이며11), 최소한도 대학 경상비의 15∼20%를 할당 책정하는 것이
명백한 표준이나12), 현재 신학교육 도서관의 책정된 예산실태를 보면 2∼8%에 머물고 있
는 실정이다. 예산은 근본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선취되어야 할 요소이며, 재정상의
원활을 꾀하지 못하면서 대학 도서관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충
분한 밑거름을 제공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바라는 비합리적인 노력과도 같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서관 예산은 예산편성 원칙 속에 대학 경상비와 대비로 나타내는 요
건을 삽입하여 재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며, 또 대학 경상비의 15∼
20%를 할당하는 일에 인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10) 손정표, “대학도서관 사서직 유인체제에 관한 실증적 고찰”, 도협월보, 27권 2호(1972.2), p.27.
11) Board of Director of A.C.R.L. "대학도서관을 위한 기준“, 이병목 역 도협월보, 18권 5호(1977.6.),
p.12.
12) Newhall, op. cit.,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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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운영적인 면
3.4.1 자료
조사대상 학교의 18개 도서관의 장서총수는 323,600권으로 재학생 1인당 38권에 해당한
다(1979년도). 이는 1974년도의 1인당 52권에 비하여 12권, 1972년도의 1인에 해당하는
70.5권에 비하여 5년간 무려 18권이 줄어든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인력 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의 문이 대폭적으로 개방된 데서 오는 학생수의 급증현상에 의한
결과라고 하겠으나, 도서관의 기능이 자료의 유효적절한 활용에 있다면 수적 양적인 면
에서 확충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3.4.2 자료의 조직
신학교육 도서관 중에서 66.7% 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D.D.C.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존 신학도서 분류법 중 D.D.C. 분류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데도 불구하
고 신학교육기관의 각 도서관은 아직도 이 분류법을 통일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
편 자료조직에 있어서 주제명 목록을 가진 도서관이 39%에 불과한 형편인 것이다.

3.4.3 시설확보
현재 18개 신학대학 도서관의 총 건평은 2,397평으로 최근에 건립된 연세대학교 중앙
도서관의 5,300평에 비하면 절반도 못되는 미흡한 형편이다. 그리고 신학대학 도서관 중
83%가 일반 건물 속에 속하여 있고 독립된 것은 17%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열람방식에
있어서도 열람의 극대화 방식인 개가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좌
절되며 적극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각 신학교육기관은 예산을 투입하여 독립된 건물을 갖추는데 지대
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명실공히 대학다운 대학의 면목을 갖추려고 한다
면 먼저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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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봉사
① 도서열람 시간은 학기 중 평일 불과 8시간 정도 개관하고 있는 도서관이 45%(오후
에는 폐관)에 해당되어 연구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개관 시간을 5시간 정도 더 연장하여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연구의욕
을 북돋우어 주어야 한다.
② 진술한 바와 같이 열람방식에 있어서 개가식이 45% 밖에 되지 못하고 있어 자유로
군 자료이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독립 도서관의 건립은 절
박하다.
③ 참고 봉사에 있어서 특별히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참고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은
없으며, 질문에 의하여서만 답하는 소극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이용자가 질문을
하지 않을 정도의 봉사를 하는 도서관이 5.6%나 되고 있다. 좀 더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봉사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④ 상호대차의 필요성은 설문에 답한 경우를 보면 100% 바라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어려우므로 각 대학이 그들의 특징적 자료의 소장부분만이라도 우선 목록을 작성‧
교환함으로써 상호이용에 이바지하며 결국은 상호대차 업무를 가능케 하여야 하겠다.

신학대학교 도서관의 현황분석에
따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황명길1)

차 례

1. 서 론
3. 연구대상교의 분석 및 평가
5. 결 론

2. 연구의 방법
4. 평 가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은 오랜 세월동안 서가, 도서, 목록, 열람, 대출 등이 대표적인 문화로 정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의 문화와는 뚜렷이 구별된 새로운
문화, 즉 정보중심의 데이터뱅크, 전자도서, 정보검색, 원격 서비스 등으로 그 패러다임
(Paradigm)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학도서관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대학의 심장부로서 대학 도서관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일반대학 도서관은 이러한 정보화에 일찍 눈을 뜨고 그 나름대로 대응하
므로 대학 도서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대학에 비해 신
학대학교 도서관은 대체적으로 정보화와 그 외에 다른 요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
1) 신도협 14대 사무국장, 고려신학교 도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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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편이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서관도 있다. 보편적으로 신학대학 도서관은 규모나 기능이나 모든 면에서 일반대학 도
서관보다 열악한 형편이다. 그 이유는 신학대학교의 출발은 대개 개인이나 또는 교단 소
속의 소규모의 신학교로 출발하여 단과대학으로 성장하였고 여건상 교단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신학대학교는 철저하게 교파중심으로 형성되었기에 교파적
인 이기심과 욕심이 신학대학교의 발전에 또 다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몇몇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학대학교는 군소 대학들이다. 물론 신학교의 교육이념
이 다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소수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정책도 여기에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학대학교의 발전은 소속 교단의 정책과 발전에 기대 할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선교 110주년이 넘는 한국교회의 신학교육을 담당해야 할 신학대학교
도서관의 역할은 고도화되어 가는 지식의 영역과 지식총량의 확대, 요구범위의 다양화와
인적자원의 부족과 예산의 제한성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교회들의 지나친 양적 팽창
으로 말미암은 목회자의 질적인 저하의 우려 속에 그 사명이 더욱 중대하다.
최근 시대적인 상황과 더불어 신학대학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신학 대학교들이 학교 경영상의 이유로 일반대학교로 탈바꿈하는가 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신학대학 자체에서 일반 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기존의 군소 신학교들이 대학원 대학교라는 전문성을 뛴 학교로 인가를 받아 시대적인
대세에 대응하고 있는 학교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신학대학들이 신학이라는 순수성 유지보다는 학교경영이나 운영 면에 더
치우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한국의 신학 대학의 모습은 신학대학
교에서 일반대학교로 전환한 대학교, 신학대학 내에 일반학과를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
는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기존의 신학대학교 등 4개별 대학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들 신학대학교 중에서 오직 대학원 대학교와 기존의 신학대학교(학부대학, 학부와 대
학원 대학)만이 다소나마 기독교 신학의 정체성을 유지한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반면에 나머지 두 종류의 대학은 점점 일반대학의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고 신학의 세
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신학교라고 명하기에 다소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신학대학교의 모습을 외면한 체 같은 유형
의 신학대학교로 인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신학대학의 유형별 변화의 모습을
감지하면서 기독교 신학이라는 순수 학문만을 주장하는 신학대학교와 일반화되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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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신학대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아직까지 기존의‘신학’
이라는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는 순수 신학대학교 도서관 중에 학부대학, 대학원 대학교,
학부&대학원 대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과 이들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에 따라 본
논문을 진행하고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사대상 학교의 구성요소인 자료, 인적
자원, 시설, 정보화, 이용자 서비스 등을 분석하고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설문지 형식을 취한 연구로서 다소 질문 사항이 정확하지 못한 점과 단답형
의 질문 형식도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듣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비교 평가적인 측면에서 신학대학교 도서관의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확한 모델
대학이 제시되지 않은 현 실정에서 일반 대학과 기타 여러 기준안을 채택하여 비교 분석
해야 하므로, 얻어진 분석의 결과들이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신학 대학 도서관의 활
성화적인 측면들을 어느 정도까지 제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신학대학교
본 연구에서‘신학대학교’라 함은 순수 기독교 대학으로서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부대학,
대학원대학교, 학부&대학원 대학교를 말함이다.

1.3.2 활성화
본 연구에서‘활성화’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는 뜻이다. 활성화의 기준
은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사도협) 국립도서관협의회(이하: 국도협) 한국도서관협의
회(이하: 한도협) 등등의 여러 기준치 보다 이상일 경우에는 활성화 요인으로 이해하고
기준치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열악하거나 저조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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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2.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신학대학 도서관의 현황 분석을 위해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이미 기술한 연구 목적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 및 형
식은 김영수의 한국신학교육기관의 실태분석 과 이명희의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
평가에 관한 연구 의 질문 항목 중에서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 작성하였다. 만들어
진 설문지는 다시 신학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2인 사서를 통해 설문지를 최종적으
로 검토 보완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각 대학의 1. 자료 2. 인적자원 3. 시설 4. 정보화 5. 이용자 서비스 등이다.
위의 다섯 항목의 선정 근거는 최근 발행한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을 참조하였다. 분석
하고자 하는 질문 문항 수는 1)자료(17개) 2)인적자원(9개) 3)시설(7개) 4)정보화(9개) 5)이
용자 서비스(12개)부분으로서 5개 부분 54개 문항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
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회수된 자료 내용이 명확치 않는 부분이나 부족
한 부분들은 다시 전화 면담을 통해 보충했으며 여기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
은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했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배포 시기는 2001년 8월부터 배포되어 2002년 2월말까지 다소 늦게 회수되었고
또한 설문지를 분실한 도서관의 경우와 직원의 휴가 관계로 받지 못한 관계로 인해 2차,
3차로 보내는 대학도 더러 있었다. 설문지는 우편과 함께 발송되었으며 메일로도 이용되
었다. 설문지 배포는 총 30부(30개 대학)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에 27부(27개 대학)를 회
수하여 전체적인 회수율은 90.0%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학부 설치 대학교가 100%의 회수
율을 보였고, 대학원 설치 대학교는 87.5%, 학부&대학원 설치 대학교는 88.9%의 회수율
을 보였다. 회수율은〈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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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회수율
회수율

배포

대학교

회수

회수율(%)

학부 대학교

4

4

100.0

대학원 대학교

8

7

87.5

학부&대학원 대학교

18

16

88.9

30

27

90.0

합계

2.2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신학대학교 도서관 중에 2001년 7월 현재 한국신학대학 도서관
협의회에 등록된 52개 신학대학교 도서관 (부록-2참조) 중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선
정되었다.
1) 반드시 교육부가 인정하는 순수한 신학대학교 도서관으로서 신학관련학과만 설치된
도서관 중에 ①학부 과정만 개설된 학부대학 ②대학원 과정만 개설된 대학원 대학교
③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동시에 개설된 대학교 등 30개 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다. 분류별 연구대상 도서관 수는 아래와 같다
(학교형편상 실명을 거론치 않기로 한다)
학부 설치 대학교(4개)
대학원 설치대학
(대학원 대학 포함)(8개)
학부& 대학원 설치대학(18개)

A1. A2. A3. A4.
B1. B2. B3. B4. B5. B6. B7. B8.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 C11. C12.
C13. C14. C15. C16. C17. C18.

2) 본 논문에서는 신학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한 대학교, 신학대학이지만 소수의
일반대학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와 비인가 신학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3) 신학대학 도서관의 유형별 분류 근거는 1차적으로 학과(신학관련학과 vs 일반학과)
설치 여부에 의해서 분류되었다. 여기서 신학관련학과란 신학과 목회학과 선교학
과 기독교육과 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신학관련 학과를 의미하며, 일반학과
는 경영, 음악, 관광, 경호, 국제등 비 신학 주제를 다루는 일반 학과를 뜻한다.
선정된 이들 학교 가운데 학부대학, 대학원 대학, 그리고 학부&대학원 등으로 분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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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분류를 위해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 조사하였고, 전국신학대학 협의회에서
발행한 전국신학교육기관자료집 1999/2000 을 참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서관 실무자와
대학 당국자와 전화 면담을 통해 확인 조사하였다.

3. 연구대상교의 분석 및 평가

3.1 자료
3.1.1 도서관의 장서수
3.1.2 학생수당 장서의 수
3.1.3 3년간 학생수와 장서증가량
3.1.4 도서관 자료 선정
3.1.5 도서관의 장서구입 금액
3.1.6 도서관의 장서구입 예산
3.1.7 타 대학에 비해 특징적으로 많고 관심을 가지는 주제 및 분야
3.1.8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학관련 정기간행물의 총수
3.1.9 현재 구독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신학관련제외)수
3.1.10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작업의 실행여부
3.1.11 기사색인 작업을 계획중이라면 시작할 주제
3.1.12 구독하는 원문 전자학술지의 수
3.1.13 구독하는 원문 전자학술지의 주제
3.1.14 원문 전자학술지의 이용상태
3.1.15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 도서자료
3.1.16 비 도서자료 중에서 이용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되는 주제
3.1.17 비 도서자료실 여부
3.1.18 비 도서실이 없다면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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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적자원
3.2.1 도서관의 관장직
3.2.2 도서관장의 문헌정보학 수학여부
3.2.3 도서관의 직원의 수
3.2.4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의 수
3.2.5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에게 사서직원 수당 여부
3.2.6 사서자격증 외에 다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3.2.7 사서자격증 외에 다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도서관 업무에 도움정도
3.2.8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생각
3.2.9 현재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3.3 시설
3.3.1 도서관의 건물
3.3.2 도서관의 열람석 수
3.3.3 도서관의 넓이
3.3.4 멀티미디어 독립설치 여부
3.3.5 멀티미디어실은 없어도 멀티미디어 자료 여부
3.3.6 도서관의 냉난방 시설 설치 여부
3.3.7 도서관의 환기, 조명, 방화시설의 상태

3.4 정보화
3.4.1 학교당국의 도서관 정보화에 대한 관심 정도
3.4.2 도서관 홈페이지 여부
3.4.3 도서관 자관의 서지 D/B 구축여부
3.4.4 자료의 자료 중 전문을 D/B 화 한 자료
3.4.5 도서관의 프로그램의 Version
3.4.6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 프로그램
3.4.7 정보처리를 위한 전용서버의 보유 및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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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도서관 검색 PC 단말기의 수
3.4.9 도서관 검색 PC 단말기의 설치 장소
3.4.10 인터넷 검색 PC 단말기의 설치 장소
3.4.11 원문검색용 PC 단말기의 설치 장소

3.5 이용자 서비스
3.5.1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대상 수
3.5.2 도서관의 연간 대출 권수
3.5.3 도서관의 상호대차 실시여부
3.5.4 타 대학 원문복사 신청서비스 실시여부
3.5.5 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 실시여부
3.5.6 이용자 교육 실시 횟수
3.5.7 이용자 교육 방법
3.5.8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정도
3.5.9 도서관 건의함 설치 여부
3.5.10 도서관의 복사 서비스 운영
3.5.11 도서관 자체에서 복사서비스를 운영할 시 장점
3.5.12 도서관 자체에서 복사서비스를 운영할 시 단점
3.5.13 외주업체가 복사서비스를 운영할 시 장점
3.5.14 외주업체가 복사서비스를 운영할 시 단점

4. 평가

살펴본 항목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료부분에서는 각 대학들이 대체적으로 인쇄 자료가 기본적으
로 기준치에 이르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장서 수나 도서 구입비도 기준치보다 상회하였다.
그러나 정기간행물, 원문전자 학술지와 같은 학술분야의 자료는 매우 부족하게 나타났다.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적자원 면에서도 도서관의 관장직의 겸임 여부는 대부분 겸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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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고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관장은 27개 전체 대학 가운데 1명으로 전문성이 무시
되었다.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직원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며 사서직원에 대한 자격수당도
10개 대학만이 행해지고 있었다. 또한 직원 가운데 전산업무와 관련된 직원들도 있었으며
이들이 도서관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을 묻는 질
문에서는 대체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내었고 사서의 전문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시설부분에서는 도서관의 총면적이 기준치를 상회했고 나머지
부분의 시설 즉, 독립건물여부, 멀티미디어실, 도서관의 공조시설등 에서는 매우 열악하였
다.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보화면에서는 각 대학들이 대체적으로 정보화에 대응하고 이
에 대한 작업들도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용자
서비스 면에서 각각의 대학들은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적인 부분과 정상적으로 행해야 할
부분의 서비스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얻어진 결과들을 신학대학교 유형별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학부대학의 경우
자료면에서는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장서가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으나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73.4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장서증가율은 감소 내지 정체현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학생 1인당 도서비는 기준치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국고 지원금도
감소하는 추세로 예산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조직신학으로
나타났고 신학관련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0.41종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
기간행물 기사색인 작업은 다른 두 대학보다 앞서가고 있었다. 원문전자 학술지는 전무하
였고 비 도서실 설치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인적자원 면에서 직원 1인이 감당해야 할 대상 학생수는 518명으로 나타나 직원이 부
족하였고 사서자격 수당은 4개 대학 가운데 3개 대학이 실행중이며 시설면에서는 도서관
의 건물이 타 건물 내에 있는 대학이 대부분이었고 도서관의 열람석의 경우도 학생 4명
당(3.73명)1석으로 봉사대상자 3%의 기준치에 미달이며, 도서관의 면적에서도 학생 1인당
1.41평으로 두 대학보다 낮았다. 멀티미디어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정보화 면에서는 학교당국이 관심을 보이며 도서관의 홈페이지도 2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서지 DB에 있어서는 단행본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제 연속간행물이
작업 중이며 자관의 자료 중에 전문 DB화 한 자료는 교수연구 논문이 100%의 비율을 보
였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모두 Web Version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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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단말기는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이용자 서비스 면에서 학생들의 연간 대출권수는 13권으로 매우 저조하였고 상호대차
도 거의 실시하지 않으며 도서관 건의함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대학원 대학의 경우
자료면에서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 장서는 부족하였으나 학생 1인당 장서
권수는 113권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유형별 교수 1인당 장서 수에서도 대학원 대학이
가장 높았다. 학생수당 장서증가율도 두 대학보다 대학원 대학만이 최근 3년간 약 3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학생 1인당 도서비도 104,810원으로 두 대학을 능가하였고 이런 결과
로 인해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을 가지고 있
는 주제 분야는 칼빈주의로 나타났고 정기간행물의 종수는 0.31종으로 매우 낮았다. 정기
간행물 기사색인 여부는 실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독하는 원문전자 학술지의 종수
는 평균 1종으로 매우 저조하였고 주제는 신학관련 주제로 나타났다. 비 도서부분에서는
카세트테이프가 주를 이루었고 주제는 실천신학분야였다. 비 도서실은 주로 겸용으로 사
용하고 있었으며 설치계획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인적자원 면에서 직원 수는 평균 3명으로 나타나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서직원 자
격 수당에 대해서는 1개 대학만이 실행중이며 직원 가운데는 전산관련자격증, 정보검색사,
등도 있었다. 이들이 도서관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제전문사서에
대해서는“매우 필요함과 대체로 필요함”을 나타내 절대 필요성을 보였다. 사서의 전문성
에 관해서는 다소 불만족인 면도 나타났다.
도서관의 시설면에서는 독립건물이 1개 대학으로 매우 부족하였고 대부분 타 건물 내
에 속해 있었고 열람석의 경우에도 학생 4명당(3.97)1석으로 기준치에 미달로 나타났다.
참고열람실이나 정기간행물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준치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총면적 부분에서도 대학원 대학은 1081평으로 나타나 학생 1인당 1.84평으로 국
도협. 사도협이 제시하는 기준보다 상회하였다. 그러나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등등 각
각의 평수는 부족했다. 멀티미디어실은 2개 대학이 설치되어 있어 다소 부족하였고 공조
시설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면에서는 학교당국이 정보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서관의 홈페이지도 5
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관의 서지 DB는 단행본이 끝나고 연속간행물과 비도서
부분에 구축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을 DB화 한 자료는 학위논문이 이미 완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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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프로그램은 100% Web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검색용 단말기의 성능
과 보유 수는 대체적으로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이용자 서비스 면에서 학생 1인당 연간대출 권수는 21권으로 세 대학 중 가장 높았고
상호대차의 경우에도 대학원 대학이 가장 활발했고 이용자교육에서는 1개 대학만이 이용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방법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용책자 혹은 팜플
렛을 통해서 실시되었다. 복사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도서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외주
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학부& 대학원 대학의 경우
자료면에서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 장서를 초과하였고 학생 1인당 장서수
는 82권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서증가율은 최근 3년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 1인당 도서비는 72,941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학부&대학원의 경
우에는 국고 지원금과 교단배경이 있기에 다른 두 대학보다 장서증가율이 당연히 상승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서증가율이 정체 현상을 빚는 것은 아이러니한 문제로 남는다. 주
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나타났으며 구독중인 신학관련 정기간
행물의 종수가 학생 1인당 0.16종, 학과당 0.01종으로 나타나 부족한 현상을 드려내었다.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실행여부는 50.0%로 나타났고 계획 중인 주제는 신학전반의 주제와
본교와 관련된 주제로 나타났다. 구독하는 원문전자 학술지의 종수는 220종으로 가장 많
았고 주제는 신학전반에 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용 상태는 낮았다. 비 도서자료
에서는 카세트테이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멀티미디어 자료도 현저하게 많았
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주제는 신학전반에 골고루 나타났다. 비 도서실이 없는 경우가
56.3%를 차지하였고 앞으로 설치 계획도 37.5%로 나타났다.
인적자원의 경우, 도서관의 직원 수는 4명으로 나타났고 사서직원 1인이 감당해야 할
학생 수는 3,796명으로 나타났다.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에도 대체적으로 필요함을 보였으
며 사서의 전문성에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면에서 도서관의 건물은 독립건물과 타 건물 내에 속해 있었고 일반열람석의 경
우 열람석당 재학생수를 살펴보면 학생 4명당(3.97명)1석으로 나타나 기준치에 미치지 못
하였으나 반면에 도서관의 총 면적은 학생 1인당 면적이 1.84평으로 나타나 기준치보다
상회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열람석의 넓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미디어실 설치
가 된 대학은 9개 대학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하였고 공조시설 부분에도 대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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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면에서는 학교 당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 여부도 81.3%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의 서지 DB도 단행본이 제일 높은 가운데 연속간행물, 고서 등 골고루
구축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관의 자료 중 전문을 DB화 한 자료는 학위논문이 87.5%로
가장 높았고 학술지 50% , 교수논문 25%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87.5%가
Web 프로그램이며 62.5%가 Total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서버의 보
유 및 성능에 대해서는 대부분 충분하다고 답변했으며 도서관의 단말기 수는 평균 32대
로 가장 높았다. 단말기의 설치장소도 골고루 배치되어 있었다.
이용자 서비스면에서 도서관의 연간 학생 1인당 대출 권수는 20권으로 나타났으며 상
호대차는 하는 경우와 필요시 하는 경우와 모두 30%로 나타났고 원문복사 신청도 50%가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 교육은 10개 대학(62.5%)이 실시 중에 있으며 실시횟수는 7회로
나타났다. 이용자 교육 방법은 도서관 이용책자 혹은 팜플렛을 통한 교육이며 도서관 건
의함도 9개 대학(56.3%)에서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사기 운영에서도1 외주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신학대학 가운데 기독교 순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학부대학, 대학원 대
학교, 학부&대학원 대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이들 각 대학의 자료, 인적자원, 시설,
정보화, 이용자 서비스 등의 현황 연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발견함으
로서 신학대학교 발전적이며 활성화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학부대학의 경우에는 자료부분에서 인쇄 자료는 어느 정도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나 정
기간행물이나 전자잡지와 같은 학술지 부분에서는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인적 자
원면에서 직원의 부족이나 시설 면에서 또는 이용자 서비스 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정보화 부분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양호했다. 결론적으로 학부대학은
자료부분에서도 다소 열악한 부분들을 안은 체,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항목 모두에서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자료 면에서 인쇄 자료는 다른 두 대학보다 가장 높았으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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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행물이나 전자잡지와 같은 학술지 부분에서는 학부대학처럼 비율이 낮았다. 또한 인
적자원과 시설 면에서도 기준치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에 정보화나 이용자 서비스 면
에서는 세 대학 중 가장 높았다.
학부&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자료 면에서 전반적으로 기본 장서를 소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다소 정기간행물은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다른 두 대학과 동일하게 인
적자원이나 시설 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화나 이용자 서비스 면에서
는 대체적으로 양호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신학대학 도서관의 활성화적인 방안
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독자적인 학교 경영을 멀리하고 교단소속 중심의 학교로 탈바꿈해야 한다. 학부대학
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학교 실무자들과 전화 인터뷰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부
대학은 군소 학교로서 국고지원을 받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
고, 교단 가입이 되지 않아 학생 등록금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
면, 국고 지원금 없이 교단이 직접 운영하는 대학도 있어 대학 운영 면에서나 제정
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제정확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영을 회피하고 교단에 가입함이 우선이다.
2.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시설이나 인적자원 문제는 도서관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
물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서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도서관장
의 비 전문성, 직원의 부족,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 도서관 건물의 부재로 인한 각
열람 장소 부족 등은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3. 자료에서는 이제 인쇄 위주의 자료에서 전자 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한다. 전자 자료는 장서구성이나 차지하는 면적이나 정보이용에서 유리하며 또한 매
우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이미 일반대학은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4. 신학대학 도서관의 발전은 학교 당국자의 관심 여하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신학대
학교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나 사서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 사실 대학도서관은 학
교의 심장부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교 당국자는 도서관을 대학의 심장부로 발전시키
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단순히 학교의 한 부속기관으로 만 생각할 뿐이지 학문의 장
이나 심장부로서 도서관을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학교 당국자는 총 경영자
로서 외부적인 투자보다는 내적이며 학문적인 투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발전 없이 어떻게 좋은 신학대학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5. 마지막으로 신학대학교의 발전은 교단의 지원이 꾸준해야 한다. 살펴본 것처럼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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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은 교파별로 구성되어 있어 불가불 교단직영 중심의 신학교 운영이 태
반이다. 따라서 교단의 지원을 받는 신학교는 교단의 발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타난
이용자 요구와 도서관 수용에 관한 연구
- 신학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Responses to the Users’ Demand
Appearing on the Homepage of University Libraries

김영미1)

차 례

1. 서 론
3. 연구방법
5. 결 론

2. 이론적 배경
4. 자료분석

1. 서 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인간들의 의사소통방식도 그에 따라 다양
하게 바뀌어가고 있으며 디지털 도서관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는 대학도서관에서도 시스
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
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대면방식이나 전화 또는 서신에 의한 의
사표현이었다고 한다면 디지털 도서관 환경에서는 과거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이나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도서관에 전달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
었다.
1) 신도협 12대 사무국장, 장로회신학대학 도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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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요구를 파악하여 도서관 운영에 반영함으로
써 대학도서관 정보봉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서관에서의 수용을 비교 분석하므
로 도서관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이용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용
자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대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커뮤니케이션과 도서관 환경의 변화
인류 역사의 발전과 함께 정보기술도 발전하여 왔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 커
뮤니케이션 영역에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한 컴퓨터 통신이 접목되었으며, 이로써 도서관
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주
제라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매체이다. 컴퓨터 통신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교환 매체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는 뉴스그룹, 메일링리스트, 채팅 등이 있으며, 전자게시판은 광범위
한 지역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용, 상용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홈
페이지에 링크된 게시판에는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지역의 주민, 또는 다른 지방, 해외
의 이용자들까지도 도서관 사용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서 게시판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는 토론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업무의 개선 및 효율화에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정보기술과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도서관에도 적용되면서 도서
관의 서비스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등 각종 네트워크가 도서관 자동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서관들의 OPAC 시스템 탐색을 위
한 정보검색 표준 프로토콜인 Z39.50을 구현하고 있으며, 전문(Full-Text)제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관 업무의 자동화와 커뮤니케이
션의 발달, 도서관 봉사의 네트워크화, 자료의 전자화에 따른 이용자층의 확대는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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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연구
2.2.1 국내 선행연구
게시판과 관련하여 김형규(1999), 김태균(1999), 이원재(1993)가 연구하였다. 김형규는
홈페이지 게시판이 웹 기반의 도서관에서 이용자 교육의 보조도구로, 도서관의 공지사항
을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자의 건의사항 수렴의 도구로, 온라인 정보조사제공의 도구로,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태균은 전자게시판
을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사용했을 경우의 장점으로 그 내용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
은 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되며 서로의 상호검사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점과, 매체의
특성상 정보의 저장이 가능하고 다수대 다수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고, 단점
으로는 일종의 익명성 상태가 나타나며, 자유롭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발언하는 경향때문
에 커뮤니케이션의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원재가 쓰는
양보다 읽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거나, 비동시성에 대한 특징으로 이용자들의 생활 패턴
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피력한 부분은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성과 관련하여서는 김유정(1998)이 연구하였
고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유재옥(2001), 이재윤(1998), 이명희(1993), 한복희(1984) 들이
연구하였다. 유재옥은 전자참고정보원의 제공으로 참고실과 참고사서의 디지털 전자참고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밝혀냈다. 이재윤은 전자도서관 환경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
구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용자와 사서가 협력할 수 있는 상호작
용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 장치로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화상회의 등을 예
로 들고 있다. 이명희는 도서관과 이용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경로는 도서관이 겪는 애로점
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공개적, 상호 교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분석하면
서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쉽고 편안하게 문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강조
하고 있다. 한복희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알아내는 것이 도서관 관리의 기본이며 이용자를
전체 정보환경 내에서 정보의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로서 생각하는 이용자 연구가 필
요함을 역설하였다.

2.2.2 국외 선행연구
이용자 연구와 관련하여 Twidale, Nichols & Paice(1997)는 전자도서관에서의 인간적인
측면을 연구하면서 이용자와 사서, 사서와 사서,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106 신학과 도서관

조사하였다. 상호작용성과 관련하여 Boudourides(1995)는 비언어적 요소의 부재와 이의
해결방안으로 나타난 이모티콘과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성별 차이를 연구하였다.
한편 Collins(1998)는 전자메일과 전자게시판은 170명 이상의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수업에서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지 않는 조용한 학생도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토론, 질
문, 숙제 등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며, 따라서 학업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얻었다. Pena-Perez(2000)가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대학 정규수업의 보조수단으로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학
생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지식을 넓혀가는 과정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컴퓨터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시공을 초월한 가상의 공
간에서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자게시판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이 조사되
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방법의 개관
본 연구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게시판에 게시된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업무와 관련하여 1) 희망도서, 2) 소장자료, 3) 전자자료, 4) 대출
및 열람, 5) 검색 및 참고봉사, 6) 이용자, 7) 전산시스템, 8) 시설관리, 9) 행정관리의 9가
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셋째, 이용자요구에 따른 도서관의 답 글을 응답과 무응답으로 분
석하였고, 응답은 다시 수용, 미수용,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수용된 내용은 제도개선,
서비스개선, 프로그램개선, 예산반영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타난 이용자 요구와 도서관 수용에 관한 연구 107

3.2. 자료수집 및 선정방법
1차적으로 자료수집을 위한 대상 도서관의 선정을 위하여 2002년 7월 1일 현재 등록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55개 회원도서관 중 대학도서관 52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각 대학
교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해 본 결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42
개교를 2차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도서관 전용게시판을 운영하는 22개교를 3차로 선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로 선정된 22개 대학도서관 중 200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8개 대학도서관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집단
으로 선정된 8개 대학도서관의 기초자료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와 한
국도서관통계를 참조했으며 미흡한 점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표 1>참조)
다음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학도서관 홈페이
지 게시판의 게시글 중에서 도서관 이용자가 이용상의 불편함을 표시하거나 개선방향, 건
의사항, 질문사항 등의 형식으로 도서관 운영정책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내용들만을 수집
하였다.
<표 1> 표본 도서관 개황
대학교

개관년도

장서수
(권)

봉사대상자수
(명)

직원수
(명)

1회대출권수및대
출일수

도서관리
프로그램

“가” 대학교

1964

30만

10,000

15

3권 10일

LgDips

“나” 대학교

1954

7만

3,000

5

3권 7일

SlimaST

“다” 대학교

1986

80만

30,000

17

5권 10일

Maestro

“라” 대학교

1984

16만

3,000

8

5권 7일

Volcano

“마” 대학교

1964

25만

6,000

9

5권 15일

SlimaST

“바” 대학교

1961

18만

2,500

9

5권 7일

Maelisa

“사” 대학교

1983

10만

7,000

4

3권 10일

Maestro

“아” 대학교

1989

20만

4,300

8

4권 10일

Volcano

각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2002년 7월 1일부터 한달간 접속하여 조사하였
고, 홈페이지 변경에 따라 2001년 7월 이후의 게시글이 없는 도서관 등 자료가 부족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하여 이전 게시판의 주소를 확인하여 내용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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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4.1.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현황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8개교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도서관이 하나 이상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의 종류로는 크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묻고 답하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외에 건의사항, 자료실, 공개자
료실, 도서관자료실, 우선정리 요청, 의견수렴방, 직원게시판, 학생게시판 등 각각의 기능
에 따라 여러 명칭의 게시판이 있다.
<표 2> 게시판 운영현황
대학교

게시판 운영
개시 년도

“가” 대학교

2001. 6. 15.

공지사항, Q & A

“나” 대학교

2000. 12. 2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다” 대학교

2000. 3. 1.

도서관자료실, 도서관이용 Q & A

“라” 대학교

2001. 5. 1.

공지사항, 자료실, 직원게시판, 학생게 시판

“마” 대학교

2001. 6. 13.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건의사항

“바” 대학교

2001. 3. 5.

자유게시판, Q & A, 의견수렴방,
우선정리요청, 직원게시판, 공지사항

“사” 대학교

2001. 5. 10.

공지사항, 게시판

“아” 대학교

2000. 9. 4.

자유게시판, 공개자료실, 묻고 답하기

게시판 종류

그러나 도서관 게시판임에도 학교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도서관이나 학교와는 상
관없는 광고성의 내용들이 혼재하는 게시판도 많이 있다. 그 중에는 도서관과 관련된 사
항만 게시되어 있는 게시판도 있어서 관리가 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시판에 따라서
는 주로 신착자료를 소개하거나 서평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공지사항의 경우는 도서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되어 있으면서, 게시판에도 중복 링크되는 도서관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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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대상 자료의 범주
<표 3>은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총 579건의 게시물을 도서관업무와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을 묶어 9가지 범주로 구분한 것이다.
전자도서관 시대를 맞아 도서관 업무의 전통적인 방식인 수서, 정리, 대출, 참고업무 등
을 세분하였으며 전자자료와 전산시스템을 따로 구분하였다.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시설은
시설관리 범주가 아닌 전산시스템 범주에 포함하였다. 행정관리의 경우 다른 범주에 포함
하기 모호한 사항이나 운영 전반에 관련된 게시글과 특히 도서관의 개․폐관 등 열람업
무 중에서도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범주를 기준으로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이용자의 요구건수
비율을 <표 4>와 <그림 1>에서 종합적으로 표시하였다.
<표 3> 분석대상 자료의 범주
번호

범주

1

희망도서

희망도서 신청, 입수확인, 구입기간, 취소사유, 수서 관련 용어설명

상세 내용

2

소장자료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비도서, 장서수, 기증, 데이터 수정,
장비작업, 정리기간, 우선정리

3

전자자료

전문(Full-Text), 웹 자료(Web DB), 이용 및 공유

4

대출 및 열람

5

검색 및
참고봉사

검색, 참고질문, 전문제공 서비스

6

이용 자

이용예절, 근로, 이용교육 및 홍보, 개인공지, 외부인 이용

7

전산
시스템

접속불량, 홈페이지,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오류, 전산시설, 서버
작동중지, 인터넷 속도, 무선랜, CD-Net, DVD, VOD

8

시설관리

냉난방 및 온수, 구조변경, 환경개선, 복사실, 안내표시판, 사물함,
무인반납기, 출입통제기, 노트북코너

9

행정관리

운영전반, 직원, 개관시간 및 연장, 휴관 및 개관, 졸업생, 휴․복학
생, 교정 및 학교간 교류, 학생증과 증명서 발급, 분실

대출, 반납, 연체, 연기, 예약, 분실 및 파오손, 서가 배열,
별치, 특수자료 열람, 자유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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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범주별 이용자 요구건수 비율
범

주

건수

비율(%)

순위

희

망 도

서

98

16.9

2

소

장 자

료

54

9.3

5

전

자 자

료

18

3.1

9

대 출및열 람

127

21.9

1

검색 및 참고봉사

20

3.5

8

이

자

45

7.8

7

시스템

용

전산

75

13.0

4

시

설 관

리

47

8.1

6

행

정 관

리

95

16.4

3

579

100.0

계

(%)
25
20
15
10
5
0

희망

소장

전자

대출

검색

이용

전산

시설

행정

(요구 범주)
<그림 1> 범주별 이용자 요구건수 비율

4.3. 범주별 요구사항 분석
4.3.1 희망도서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희망도서에 관련된 요구가 9개의 범주 중 두 번째로 높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희망도서와 관련된 업무가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주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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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희망도서 범주 중 입수
확인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31건(31.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자메일을
이용한 밀어넣기(Push) 기능이나 단문문자서비스(SMS : Short Message Service) 등을
이용하여 희망도서 신청자에게 주문, 구입 등의 진행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직접 서명을 거론한 희망도서 구입신청, 오래 걸리는 희망도서 처리 기간에 대한 불
만, 선정 부적합한 취소사유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또한 수서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신청,
선정, 선정완료, 수서복본, 소장복본, 유사복본, 구입중 등과 같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활용시킬
필요가 있다.
<표 5> 희망도서에 관련된 요구사항
내용

구분

요구사항

조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희망도서신청

28

28.6

1,160

29.0

입수확 인

31

31.6

1,089

27.3

구입기 간

20

20.4

796

19.9

취소사 유

13

13.3

634

15.9

용어설 명

6

6.1

316

7.9

계

98

100.0

3,99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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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소장자료
<표 6> 소장자료에 관련된 요구사항
내용

구분

단 행

요구사항
건수

조회
비율(%)

건수

비율(%)

본

1

1.9

35

1.4

정기 간행물

4

7.4

191

7.9

학 위논문

1

1.9

49

2.0

비

도 서

4

7.4

168

6.9

장

서 수

20

37.0

985

40.6

기

증

3

5.5

187

7.7

데이터 수정

11

20.3

406

16.7

장 비작업

1

1.9

17

0.7

정 리기간

7

13.0

335

13.8

우 선정리

2

3.7

56

2.3

계

54

100.0

2,429

100.0

<표 6>은 소장자료에 관련된 내용으로 소장자료란 전자형태의 자료를 제외한 도서 및
비도서와 그에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다. 즉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비도서 등 소장
자료에 관한 사항이며 이에 관련된 장서수, 기증 여부, 데이터 수정요구, 장비작업, 정리기
간, 우선정리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내용은 필요한 전공서적이 없다,
장서수가 너무 적다 등 장서수와 관련된 내용이 20건(37.0%)으로 가장 많고, 본인의 학위
논문인데 저자명을 수정해 달라 등 데이터 입력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11건(20.3%)
이다. 정리중이 꽤 오래된 것 같다 등 정리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7건(13.0%), 제본 기간이
너무 길다 등 정기간행물 및 비도서 관련 내용이 각각 4건(7.4%) 등으로 <표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 정도의 관심 비율(9.3%)을 나타내고 있다.

4.3.3 전자자료
<표 7>에서 전자자료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게시된 글 18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전문(Full-Text)검색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
는데, 실상은 검색이 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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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자자료에 관련된 요구사항
내용

구분

요구사항
건수

조회

비율(%)

건수

비율(%)

전 문(Full-Text)

7

38.9

188

29.0

웹 자료(Web DB)

6

33.3

263

40.6

이용 및 공유

5

27.8

197

30.4

계

18

100.0

648

100.0

전문의 출력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문을 교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가,
본교 출판자료의 전문 이용은 언제쯤 가능하겠는가 등 전문(Full-Text)과 관련된 내용이
7건(38.9%)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동안 이용하던 “브리태니커”의 바로가기가 없어졌는데
궁금하다, “CBT Korea 서비스”에 기간만료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 해결해 달라 등 웹 자
료(Web DB)와 관련된 내용이 6건(33.3%), 전문(Full-Text)자료를 디스켓 등에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맺을 생각은 없는가 등
전자자료의 이용 및 공유와 관련된 내용이 5건(27.8%)으로 각각 나타났다.

4.3.4 대출 및 열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 및 열람과 관련한 게시글은 전체 게시글 579건 중 127
건(21.9%)으로 가장 높은 백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대출 및 열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전자도서관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기본적인 도서관의 서비스 기능인 대출과 열람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대출 및 열람업무가 대학도서관의 기본업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시간과 관련한 게시글은 규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관리에서 다루었다.
또한 도서관의 시설 및 구조변경의 필요에 따라 열람석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게시글
은 시설관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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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출 및 열람에 관련된 요구사항
내용

구분

요구사항

조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대

출

22

17.3

849

15.4

반

납

15

11.8

670

12.1

연

체

14

11.0

493

8.9

연

기

12

9.5

473

8.6

예

약

16

12.6

618

11.2

분실 및 파오손

6

4.7

229

4.1

서 가 배 열

10

7.9

364

6.6

치

1

0.8

25

0.5

특수 자료 열람

3

2.4

115

2.1

28

22.0

1,684

30.5

127

100.0

5,520

100.0

별
자유

열람실
계

<표 8>에서 표시된 대출 및 열람업무 중 요구 건수 28건(22.0%)이나 조회 건수 1,684
건(30.5%)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관심도를 나타낸 자유열람실과 관련된 게시글의 내용을
세분해 보면, 열람석의 독점, 열람석 부족, 열람실 관리 등에 관한 의견이다. 즉 교회음악
학과 연습실처럼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용
자들이 양심껏 이용하자, 일주일 씩 책만 있는 자리를 정리해 달라, 조치도 답변도 없는데
나도 책을 갖다 놓겠다, 하버드대학은 학교 전체의 반이 도서관이라는데 열람석이 너무
부족하다 등 열람 좌석이 부족하거나, 좌석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이용해야 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또한 밤새대출을 좀 더 이른 시간에 해주면 좋겠다, 택배로도 반납 이 가능한지 등의
대출 반납업무 관련 게시글이 각각 22건(17.3%), 15건(11.8%)이고, 예약을 했는데 언제 내
차례인지 알고 싶다 등 예약관련 게시글이 16건(12.6%), 연체로 인한 대출중지를 연체료
로 대신하고 싶다 등 연체관련 게시글이 14건(11.0%), 연기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등
연기관련 게시글이 12건(9.5%), 검색된 자료를 제자리에서 찾을 수 있도록 서가배열을 잘
해주기를 요구한 내용이 10건(7.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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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검색 및 참고봉사
<표 9> 검색 및 참고봉사에 관련된 요구사항
내용

구분

요구사항

조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색

9

45.0

305

41.8

참 고 질 문

6

30.0

151

20.7

전문제공서비스

5

25.0

273

37.5

계

20

100.0

729

100.0

검

검색 및 참고봉사 범주 게시글의 내용은 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료
가 검색이 안된다, 왜 신착자료는 검색이 안되는가, 검색하기 너무 힘드는데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도록 해달라, 논문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등의 검색관련 게시글이 있
다. 또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등 교회행사 일정과 관련된 교회력이나 신학용어의 정의,
이단관련 자료의 표시요구 등 구체적인 참고질문이 있다. 그리고 지방에 사는 대학생인데
자료를 메일로 넣어달라, 논문 복사본을 구할 수 있는가, 전문(Full-Text)제공 서비스를 신
청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가 등 전문 제공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취소하기 등에 관한 것이
다. 이는 학교 상호간에 전문 제공 서비스는 본인이 재학중인 도서관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용자에게 그런 제도의 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료를 구하러 멀리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시스템이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것
으로 보이며, 도서관 입장에서는 공동편목 등을 통하여 수서나 정리업무가 줄어드는 대신
에 검색 및 참고봉사 범주의 이용자 서비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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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이용자
<표 10> 이용자에 관련된 요구사항
내용

구분

요구사항

조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이 용예 절

5

11.1

304

11.8

근

로

8

17.8

348

13.5

이용교육및홍보

14

31.1

534

20.7

개 인공 지

1

2.2

41

1.6

외부 인이용

17

37.8

1,351

52.4

계

45

100.0

2,578

100.0

<표 10>에서 이용자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게시된 글 45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외부
인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 17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내용
이 14건(31.1%)인데 조사대상 대학도서관 중에는 이용교육을 수료한 이용자에 한해서 도
서관을 이용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이 바른 이용질서와 효과적인 자료활용 방법을 터득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근로와 관련한 내용이 8건(17.8%)이고, 키보드,
핸드폰, 신발 끄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의 소음을 줄이자거나, 예쁜 말, 칭찬의 말을
하자, 또는 이용한 자료를 제자리에 놓거나 개인소지 자료처럼 밑줄을 긋지말자 등 이용
하는 행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이용예절과 관련한 내용이 5건(11.1%)이고, 개인
공지와 관련한 내용이 1건(2.2%)이다.
그 중 자유열람실의 외부인 이용에 관해서는 52.4%의 조회율을 보임으로 이용자 범주
중 가장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게시글의 내용은 지역 주민인데 이용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과 다른 학교 학생으로서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으니 이용을 허
락해 달라는 요청, 또는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러 온 타대학 친구를 돌려보냈는데 우리 학
교가 그렇게 폐쇄적인가, 시립 도서관도 아닌데 외부인이 너무 많다, 외부인 때문에 이용
할 수 있는 좌석이 줄어들므로 외부인의 이용을 규제해 달라 등의 청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학생 사이에서도 외부인의 이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
각이 있어 어느 한 쪽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재학생과 외부인의 이용에 관해서는
매스컴에서조차 다룰 정도로 대학도서관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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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전산시스템
<표 11>에서 보듯이 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비밀번호 오류 등 접속불량에 관한 내
용이 18건(24.0%)으로 가장 많은 의견제시가 있다. 비밀번호 오류와 관련하여서 이용자의
오리엔테이션이 잘 안되고 있음과, 일부 대학교에서는 학사 시스템과 도서관리 시스템의
이용자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으나 비밀번호 체계를 다르게 운영함으로 인한 이
용자의 이해부족이 접속불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번
등 이용자번호뿐만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학사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시켜 이용자의 혼란
을 덜어주거나, 이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오류와
관련한 내용이 14건(18.7%)으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링크 자료를 새 창에서 띄우기,
메인 화면에 학교이름이 나오게 하기, 알뜰장터를 개설해 주기, 빠른 업그레이드 요청, 누
구를 위한 게시판인가, 직원이 아닌 학생을 위한 운영을 바라는 글 등 홈페이지에 없는 기
능의 추가나 디자인, 링크자료의 수정요청 등 홈페이지와 관련한 내용이 13건(17.3%)이다.
스캐너 구입요청, 빈번한 프린터 고장, 영상과 음향 연결선은 어디서 이용하는지, 헤드 셋
(Head Set)이 고장났는데 좀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등 전산시설의 부족 및 잦
은 고장과 관련된 내용이 8건(10.7%)이고, 학생연주회 자료를 빨리 올려 주기를 바라는 등
VOD와 관련된 내용이 6건(8.0%)이다. 또한 워드용 한글, 전문(Full- Text)을 이용할 때 필
요한 뷰어인 PDF용 Acrobat Reader 등의 프로그램 설치요청과 관련된 내용이 6건(8.0%)
이다. 그리고 서버의 작동중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4건(5.3%), 기타 인터넷속도와,
CD-Net, DVD, 무선랜 등과 관련된 내용이 6건(8.0%)이다.
이처럼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은 예상보다는 관심비율이 낮았고 이미 대출 및 열
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은 도서관의 여러 업무 중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업무가 차
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는 전산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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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요구사항
내용

구분
접 속 불 량

건수
18

홈 페 이 지

13

요구사항
비율(%)
24.0

조회
건수
698

비율(%)
25.1

17.3

687

24.7

프로그램설치

6

8.0

229

8.3

프로그램오류

14

18.7

586

21.1

전 산 시 설

8

10.7

301

10.8

서버작동중지

4

5.3

118

4.3

인터넷 속도

2

2.7

40

1.4

무

랜

1

1.3

34

1.2

CD - Net

2

2.7

10

0.4

D

1

1.3

15

0.5

V

선
V

D

O

D

계

6

8.0

61

2.2

75

100.0

2,779

100.0

여기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다른 학교에서 아직 활용하고 있지 않은 VOD시스템을 도
입하여 도서관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공하고 서지를 작성하는 등 이용자에게 훌륭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가 오히려 동영상의 출력으로 인한 속도 저하와 자료가 빨리 올
라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새로운 서비스 도입과 함께 필
요한 Hardware의 확충과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3.8 시설관리
<표 12>에서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게시된 글 47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
기나 쥐 박멸에 관한 건의, 가로등 밝게 켜주기, 화장실의 불쾌한 냄새 없애기, 소음 줄이
기와 관련된 건의사항 등 환경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18건(38.3%)으로 가장 많은 의견제시
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구열이 새벽 추위로 식고 말았다, 공부 좀 합시다처럼 재치
있는 표현으로 냉난방을 시급히 가동해주기를 바라는 등 냉난방 및 온수와 관련한 내용
이 8건(17.0%)이다. 그 다음으로 구조변경으로 인해 다른 시설은 늘었으나 상대적으로 줄
어든 열람석에 대한 강한 불만과 야유와 같은 구조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7건(14.9%)을 차
지하고 있다. 그리고 승강기, 사물함 등 시설설치와 오작동, 책∙걸상 수리 요구와 관련된
사항들이 각각 거론되었다. 이와 같이 시설의 기본이 되는 환경개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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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시설관리에 관련된 요구사항
내용

구분

요구사항

조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냉난방및온수

8

17.0

342

17.2

구조 변 경

7

14.9

176

8.8

환경 개 선

18

38.3

846

42.5

실

2

4.3

113

5.7

안내 표시판

3

6.3

117

5.9

사

복

사

함

4

8.5

228

11.5

무인 반납기

물

2

4.3

35

1.8

출입 통제기

2

4.3

75

3.8

노트북 코너

1

2.1

56

2.8

계

47

100.0

1,988

100.0

4.3.9 행정관리
<표 13> 행정관리에 관련된 요구사항
내용

구분

요구 사항

조회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일 반

26

27.4

1,776

36.7

원

16

16.8

790

16.3

열람시간 및 연장

10

10.5

469

9.7

휴 관 및 개관

4

4.2

111

2.3

행 정
직

졸업생, 휴복학생

18

18.9

660

13.6

교정및대학간교류

9

9.5

410

8.4

학생증증명서발급

9

9.5

508

10.5

분

3

3.2

120

2.5

95

100.0

4,844

100.0

실
계

<표 13>에서 행정관리와 관련하여 게시판에 게시된 글 95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왜
게시글에 대한 답변이 없는가 등 행정일반과 관련한 내용이 26건(27.4%)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졸업생인데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가, 회원가입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등 졸업생, 휴․복학생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 18건(18.9%)이다. 직원이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예의를 지켜라 기분 나쁘다, 또는 항상 애쓰시는 모습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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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부서라 생각한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하며 게시판 답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등 관장을 포함한 직원과 관련한 내용이 16건(16.8%)이다. 여기서 게시판을 통하여 궁금
한 문제점을 해결한 예시를 볼 수 있고 게시판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 일요일에는 열람실을 휴관하는가와 같은 열람 시간 및 연장과 관
련한 내용은 10건(10.5%)이고, 서울 캠퍼스 학생인데 방학동안 집에서 가까운 지방 캠퍼
스에서도 대출할 수 있는가, 왜 다른 학교처럼 교류가 되지 않는가 등 교정간 및 대학간
교류와 관련한 내용이 9건(9.5%)이다. 그리고 학생증을 왜 빨리 발급하지 않는가, 취직에
필요한데 도서관에서 근로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등 학생증 및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이 9건(9.5%)이다. 장서점검으로 2주일이나 휴관하는 것은 너무 길다 등 휴관
및 개관과 관련한 내용이 4건(4.2%)이고, 학생증 분실등과 관련한 내용이 3건(3.2%)이다.
이상의 이용자요구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도서관 업무에 대해 가장
많이 요구한 범주는 대출 및 열람(21.9%), 희망도서(16.9%), 행정관리(16.4%) 순이고, 요구
가 낮은 범주는 전자자료(3.1%), 검색 및 참고봉사(3.5%) 순으로 나타났다.

4.4. 이용자 요구에 대한 도서관 수용분석
이상과 같은 이용자 요구에 대하여 도서관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도서관 업무에 반영했
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 14>에서 범주별로 응답과 무응답, 응답의 경우는 다시 수용
과 미수용으로 구분하여 도서관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표 14> 범주별 도서관 대응현황
응답
범주

구분

희 망 도 서
소 장 자 료
전 자 자 료
대 출및열 람
검색및참고봉사
이
용
자
전 산시스 템
시 설 관 리
행 정 관 리
계

수용

미수용

건수(%)
46(73.0)
30(63.8)
7(77.8)
33(38.8)
13(76.5)
11(39.3)
26(51.0)
17(41.5)
23(31.1)
206(49.6)

건수(%)
7(11.1)
3( 6.4)
2(22.2)
23(27.1)
1( 5.9)
7(25.0)
5( 9.8)
4( 9.8)
10(13.5)
62(15.0)

무응답

계

건수(%)
10(15.9)
14(29.8)
0( 0.0)
29(34.1)
3(17.6)
10(35.7)
20(39.2)
20(48.7)
41(55.4)
147(35.4)

건수(%)
63(100.0)
47(100.0)
9(100.0)
85(100.0)
17(100.0)
28(100.0)
51(100.0)
41(100.0)
74(100.0)
4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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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대응에서 수용 부분은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도서관 업무에 반영하
거나 개선하고자 노력한 내용이고, 미수용 부분은 도서관 업무에 반영하기 어렵거나 반영
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리고 기타에 포함된 내용은 게시된 글이 건의나
불만사항이 아닌 시스템의 사용방법이나 절차, 운영과 관련된 단순질문으로 시스템 사용
방법이나 운영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용어 해설에 관한 도서관의 답 글들이다.
그런 이유로 도서관의 수용분석을 위해서 <표 4>에서 요구사항으로 분석한 총 579건
중 기타부분 164건을 제외한 415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서관이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어떤 방향으로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1) 제도개선, 2) 서비스개선, 3)
프로그램개선, 4) 예산반영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15>와 <그림 2>
는 범주별 이용자요구 대비 도서관수용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15> 범주별 이용자요구 대비 도서관수용 비율
범

주

요구

수용

요구/수용(%)

순위

희 망 도 서

63

46

73.0

3

소 장 자 료

47

30

63.8

4

전 자 자 료

9

7

77.8

1

대출및 열람

85

33

38.8

8

검색및참고봉사

17

13

76.5

2

이

자

28

11

39.3

7

전산시 스템

51

26

51.0

5

시 설 관 리

41

17

41.5

6

행 정 관 리

74

23

31.1

9

계

415

206

49.6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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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출

행정

(수용 범주)

<그림 2> 순위별 도서관 수용비율

4.4.1 희망도서
희망도서와 관련한 수용요구 63건 중 해당 대학도서관에서 수용한 게시글은 46건
(73.0%)이고, 이용자의 요구는 있었으나 수용하지 않은 게시글은 7건(11.1%), 무응답이 10
건(15.9)으로 나타났다.
수용된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구입되는 대로 즉시 처리할 것을 약속하거나, 재주문, 서점
확인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완료됐거나 개선함으로써 수용된 건수가 35건(76.1%)으로
희망도서에 관련된 이용자의 요구사항은 상당부분이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대부분 구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입되며 기간은 국내도서의
경우는 3주 국외도서의 경우는 40일이 소요된다는 답변과, 수서중인 책을 빨리 보고 싶다
는 건의에 오늘 오후 4시에 신착자료 서가에서 볼 수 있다는 답변처럼 명쾌하고 확실한
답 글과, 국내서의 경우 3주 만에 이용 가능하다고 답한 것은 상당히 빠른 업무처리 정책
으로 이용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다. 자료수집 대상
으로 선정된 도서관 중에는 우선정리 요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자가 적극
적이기만 하면 도서관 이용 상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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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소장자료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장자료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47건 중 해당
대학도서관에 수용된 건수는 30건(63.8%), 수용되지 않은 건수는 3건(6.4%), 무응답이 14
건(29.8%)으로 나타났다.
수용되지 않은 내용 중에는 서지사항의 성과 이름이 바뀌었으므로 수정해 달라는 건의
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규칙을 설명해 준 경우도 있어 이용자가 도서관업무에 대한 세
심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도서관이 수용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장자료 데이터 에러의 수정 및 빨리 정리하도
록 노력하겠다, 구입 신청하겠다 등의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진 건수가 16건(53.3%)으로 가
장 높은 백분율을 나타내었다.

4.4.3 전자자료
전자자료와 관련된 수용요구 9건 중 수용된 건수는 7건(77.8%)이고, 수용되지 않은 건
수는 2건(22.2%)으로 나타났다.
수용된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회도서관과의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체결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서비스개선으로 수용된 건수는 5건(71.4%)으로, 대부분의 요구사항
이 서비스개선으로 수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수용된 요구는 전문(Full-Text)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전자자료를 저작권 때문에 다운받아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전자자
료와 관련된 요구에 대한 수용율이 1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부분
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이었고, 또한 요구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4.4.4 대출 및 열람
대출 및 열람과 관련된 수용요구 85건 중 해당 대학도서관에서 수용한 건수는 33건
(38.8%)이고 수용하지 않은 건수는 23건(27.1%), 무응답이 29건(34.1%)으로 나타났다. 무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유열람실 좌석을 독점하는 행위를 근절시켜달
라는 요구처럼 도서관에서 의견 수렴하기가 미묘한 문제들이 있어 무응답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수용유형은 우편을 이용한 대출 반납, 연속적인 대출이나 연장, 열람실 관리를 위한 자
율위원회 구성 등 제도개선으로 수용된 건수가 19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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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대출 및 열람과 관련하여 수용된 33건(38.8%)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요구 건수는 가장 많으나 수용은 전체평균 수용율인 49.6%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대출 및 열람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건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내부적인 결정보
다는 규정을 바꾸는 등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야만 해결할 수
있거나 정책상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인 자유열람실의 좌석확보나 외부인의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며 국가에서 지역사회에 대학의 도서관을 개방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정책적으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열람실이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어 자유열람실 자체를
서고 안으로 흡수한 대학도 있기는 하지만,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직까지는 이용
자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요구건수 28건, 22.0%, 조회수 1,684건, 30.5%), 이에
관하여 도서관 본래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계속적인 관심으로 수정되
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4.4.5 검색 및 참고봉사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17건 중 해당 대학도서관에서 수용한 건수는 13건(76.5%)이고, 수
용하지 않은 건수는 1건(5.9%)이며, 무응답이 3건(17.6%)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색 및
참고봉사와 관련한 요구는 9가지 범주 중에서 높은 수용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출
및 열람과는 달리 자료를 찾거나 수정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내용들로써, 상부구조의 결정이 필요 없거나 규정을 바꾸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검색된 자료를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참고질문에 응답을 하며, 신착자료를
안내하는 등 서비스개선으로 수용된 요구사항은 5건(38.4%)이다. 검색오류 등에 대한 프
로그램수정으로 수용된 요구사항은 4건(30.8%)이며, 이미 있는 제도인 전문(Full-Text)제
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료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수용된 요구사항이 4
건(30.8%)으로 수용 유형으로 볼 때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4.4.6 이용자
수용된 건수는 11건(39.3%)이고 수용되지 않은 건수는 7건(25.0%), 무응답이 10건
(35.7%)으로 나타났다. 10건의 무응답의 경우는 주로 외부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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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에 관한 것들이다.
수용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11건 중 제도개선으로 수용된 건수가 10건(90.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이용을 위한 교육실시, 타 대학 도서관 열
람의뢰서나 신분증 등 증빙서류로 외부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이용 등 이미 제
도가 있어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외부인의 이용은 자유열람실과 함께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학
생들은 우선권을 내세우고, 외부 이용자들은 나름대로 도서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
문이다. 공공도서관이 취약한 국내의 사정을 감안할 때 대학도서관이 가능하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으나 학생수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열람석을 어떻게 효율적으
로 운용하느냐 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4.4.7 전산시스템
수용한 건수는 26건(51.0%)이고, 수용하지 않은 건수는 5건(9.8%)이며, 무응답이 20건
(39.2%)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에의 접속은 도서관 자료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
항으로 무응답의 경우 비밀번호 체계나 프로그램의 오류 등 기본적인 기능장애에 대하여
반복되는 질문에 동일한 응답을 해야하는 경우이다.
수용 유형은 전산시스템 범주임을 반영하듯이 프로그램의 수정이나 개발, 설치, 링크
수정 등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수용한 내용이 16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4.4.8 시설관리
해당 대학도서관에 수용된 건수가 17건(41.5%)이고 수용되지 않은 건수가 4건(9.8%),
무응답이 20건(48.7%)으로 평균 수용율인 49.6%보다 낮은 수용율을 보이고 있다. 이 범주
에서 무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전자정보실 등을 신설하면서 도서관의 구조변경
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자유열람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계속 이어지므로
도서관 입장에서 같은 대답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이다.
수용유형은 방역을 실시하고, 사물함을 설치하며, 안내표시판이나, 냉난방시설의 설치
및 가동 등 서비스개선으로 수용된 건수가 12건(70.6%)으로 많은 부분이 서비스 개선 차
원에서 도서관 운영에 반영되었고 시설이라는 범주 자체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9개
의 범주 중 상대적으로 예산반영으로 개선된 비율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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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행정관리
행정관리와 관련된 총 74건의 요구사항 중 해당 대학도서관에 수용된 건수는 23건
(31.1%)이고, 수용되지 않은 건수는 10건(13.5%), 무응답이 41건(55.4%)으로 요구는 많은
데 비하여 가장 낮은 수용율을 나타내고 있다. 무응답의 경우는 불친절한 직원에 대한 불
만표시와 특히 학생증 발급 등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생증 분실로 인한
도서분실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 지갑이나 디스켓 등 도서관에서의 분실물을 찾는
내용, 야간과정의 이용자를 위한 열람시간 연장 건의 등이다.
수용유형으로는 열람실의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특별열람증을 발급하며 학생증을 재발
급하고 서울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간의 도서관 교류시행 등 이미 있는 제도를 이용하거
나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도서관 업무에 수용된 건수가 19건(82.6%)으로 가장 많았다. 행
정관리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이 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특히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므
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수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이용자의 수용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수용율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9.6%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용된 범주는 전자자료(77.8%), 검색 및 참고봉사(76.5%),
희망도서(73.0%)순이고, <표 16>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유형별로는 서비
스개선(48.5%), 제도개선(34.5%)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장 많이 수용된 범주로는 제도
개선은 이용자(90.9%), 서비스개선은 희망도서(76.1%), 프로그램개선은 전산시스템(61.5%),
예산반영은 시설관리(29.4%)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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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유형별 도서관 수용비교
제도개선

서비스개선

프로그램개선

예산반영

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희 망 도 서

8(17.4)

35(76.1)

2( 4.3)

1( 2.2)

46(100.0)

소 장 자 료

10(33.3)

16(53.3)

0( 0.0)

4(13.4)

30(100.0)

전 자 자 료

1(14.3)

5(71.4)

1(14.3)

0( 0.0)

7(100.0)

대출 및열람

19(57.6)

13(39.4)

1( 3.0)

0( 0.0)

33(100.0)

검색및참고봉사

4(30.8)

5(38.4)

4(30.8)

0( 0.0)

13(100.0)

자

10(90.9)

1( 9.1)

0( 0.0)

0( 0.0)

11(100.0)

전산 시스템

0( 0.0)

9(34.6)

16(61.5)

1( 3.9)

26(100.0)

시 설 관 리

0( 0.0)

12(70.6)

0( 0.0)

5(29.4)

17(100.0)

행 정 관 리

19(82.6)

4(17.4)

0( 0.0)

0( 0.0)

23(100.0)

계

71(34.5)

100(48.5)

24(11.7)

11( 5.3)

206(100.0)

범주

이

유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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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이용자 요구사항과 도서관의 수용여부 및 수
용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1) 희망도서, 2) 소장자료, 3) 전자자료, 4) 대출 및 열람, 5)
검색 및 참고봉사, 6) 이용자, 7) 전산시스템, 8) 시설관리, 9) 행정관리의 9가지 범주로 나
타났다.
둘째,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대학별로 차이는 있으나 9가지 범주 중에서 대
출 및 열람관련 요구가 127건(21.9%)으로 가장 많았으며, 희망도서와 관련한 요구가 98건
(16.9%), 행정관리에 관한 요구가 95건(16.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용자가 수용을 요구한 총 415건 중 대학도서관이 수용한 건수는 206건으로 평
균 49.6%의 수용비율을 보였으며, 범주별로는 전자자료 77.8%, 검색 및 참고봉사 76.5%,
희망도서 73.0% 순으로 수용되었다.
넷째, 도서관의 수용유형은 제도개선, 서비스개선, 프로그램개선, 예산반영의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학도서관이 수용한 206건 중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수용한 경우
가 100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도개선 71건(34.5%), 프로그램개선 24건
(11.7%), 예산반영 11건(5.3%) 순이었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이며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가 높은 대학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본 연
구에서 분석한 이용자의 요구사항 수용율인 49.6%를 적어도 70∼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용자와 도서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개발하는 한편, 이용
자의 요구사항을 개방적,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자주 묻는 질문들(FAQ's), 우선정리요
청, 참고질의, 우편대출, 상호대차, 타교열람 등 좀 더 다양한 방식의 게시판으로 세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하여

한 복 희1)

차 례

1. 사서직에 대하여
3. 사서직의 차별화된 기능은 무엇인가?
5. 직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2. 직업 이미지
4. 연구결과로 나타난 사서직 이미지의 유형

1. 사서직에 대하여

사서직은 이용자와 인류의 문화유산인 공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을 중재하는
사서만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다. 또한 사서직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내
에서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더 낳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공공복지 차원의 서비스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서직의 가치는 인문
학적이고 민주적인 것이었으며, 사람들의 지혜를 증진시키고, 오락을 제공하며 그리고 교
육을 담당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지식과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인 기능
을 갖고 있었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보매체와 정보
형태는 폭발적으로 정보의 양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정보를 적자(이용자)에
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기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보창출을 위한 정보
전달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인 도서관에서는 기록정보를 보존 전승하는 문화적인
기능이 강하고,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전달과 정보공유의 기능이 강하다. 전통적인 도서관
과 디지털 도서관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전통적인 사서직의 업무와
1)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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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문직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근대적 의미의 문헌정보학이 국내에 도입되어 사서직의 배출이 본격적으로 공식화된
이래 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는 사서직 종사자는 2000년 12월 현재 9,337개 도서관에 12,964
명에 이르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1, 5). 이처럼 사서직 종사자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도서관과 도서관의 운영주체
인 사서직 종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사서직에 종사하는 사서들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강의에서는 미래의 전문직으로서 사서직
과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직업이미지

이미지란 무엇인가? 사서직의 이미지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나는 현재의 나의 직
업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미지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하
여 갖는 심상(心像)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구체적인 대상물 뿐 아니라 추상적인 영
역에 이르기까지 자기 나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미지를 상(像), 영상
(影像), 표상(表象), 지각상(知覺像)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케팅 분야에서는 개
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 생각 및 인상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미
지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를 종합하면,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신념, 생각, 인상의 총체로서 그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지배하는 것(하봉준
1999, 51)”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사서직의 직업적 이미지는 전문직으로서 사서직에 관한 신념
이나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사서가 지각하고 있는 사서직에 대한 가치, 신념, 생각, 느
낌, 태도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사서직의 직업적 이미지는 직무만족 관련연구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
으나, 이미지 관련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는 연구들로서는 이용자(Hernon & Pastine 1977,
Harris & SueoChan 1988, Morrisey & Case 1988)또는 도서관학과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
서직 인식에 관한 연구(이은철 1987)와 대중문화(소설과 영화)에 나타난 사서직 이미지에
관한 고찰(조찬식, 박민영 1999) 정도가 있을 뿐이다. 사서직 이미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로는 남성 사서들만을 대상으로 사서직의 여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Carmichael 199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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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LA가 국제적인 단위에서 사서직을 대상으로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를 연구(Prins &
Gier 1995)한 것 등이 있다. 이 강의에서 필자는 최근에 이루어진 한 흥미있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이은철,2002) 사서직의 직업 이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적 변화로 인해 전환적 단계에 처해 있는
현직 사서직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서직의 직업적 이미지를
논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현직 사서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서직의 직업적 이미지들을 어떠한 유형으
로 범주화할 수 있는가?
둘째, 현직 사서들의 사서직 이미지에 대한 유형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현직 사서들의 사서직 이미지에 대한 유형은 각각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
지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사서직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신들에 관한 직업적 이미지의
유형을 범주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이 사서직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사서직에
대한 갈등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는데 있다. 사서직의 이미지 탐구는 사서직의
본질과 사서직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며,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사서
직의 정의를 재검토해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사서직의 차별화된 기능은 무엇인가?

사서직의 전문적인 위상은 사서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이용자나 고객이 전문가의 지식에 특별한 신뢰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
서관과 사서를 역사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들의 권위에 따라 도서관이 유일한 방법으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쉽게 접근되고 이용될 수 있으
며, 잘 조직되어진 실제적인 장서를 가지고 있는 장소였으며, 적절하게 자료를 배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서를 두었던 것이다. 과거의 사서는 교육이나 오락을 위한 지식을 조
직하고 배포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적 유산의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
재 사서직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다른 정보 관리자와 경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의 결과는 도서관 업무의 내부적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예로서 어떤 참고 질문
에도 대답할 수 있었던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참고 사서의 역할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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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변화에 포함되는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이 나열 할 수 있을 것이다.
1) 도서관의 내부 외부 모두에서 원격 이용자나 지역 이용자들의 검색 시스템의 이용증
가, 일상적인 질문과 비일상적인 질문에 모두 대답하기 위한 아이콘 바탕의 인터페
이스를 갖춘 인공지능 시스템의 등장
2) 다양한 컴퓨터 응용분야에서 사용이 익숙한 이용자 수의 증가
3) 도서관 이용자들의 일상 업무를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향상된 소프트웨
어 상품의 이용 증가
4) 계산 능력과 문자, 수, 그래픽 데이터가 기계가독 형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활용성
최근에는 컴퓨터, 모뎀 또는 전용선 그리고 국가 정보기반 구조에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꽤 많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도서관의 주요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의 접근이 “가상도서관”에 대한 접근으로 묘사되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서가 지
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다면 이 통제력은 앞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Manson은 도서관 직업의 특징을, 정보전문가라는 넓은 의미로 볼 때 앞으로 퇴보할 것
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정보 전문가를 회계사, 기록보관인, 사서, 기록관리자, 정보시스템
분석, 관리과학자 그리고 박물관 큐레이터의 7개영역으로 규정하였다. Manson에 의한 정
보전문가의 역할은, 가장 적절한 제공처로부터 받은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이용
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보전문가의 목적은 이용
자들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Winter는 이 분야에 대해 눈에 띠는 차별화 된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서의 3가지 주요 기능을 규명하였다. 첫째는 조직하기 위한 지식의 분류, 둘째는
잘 접근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록정보인 지식의 색인, 셋째는 지식의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시스템의 이해이다. 사서직은 오직 한 분야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많은 지식의 조직과 상호관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통합과학적 전문직
이다. 여기에 첨가하여 사서는,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상당한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 있다
는 것이다.
Winter는 “이용자와 공적인 기록의 지식을 중재하는 것은 사서만의 고유한 영역”이라
고 주장했다. 사서는 도서관의 제한된 활동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적인 기능을 추가 제
공해왔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공공의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적 서비스 차원에
해당된다고 볼 때, 역사적으로 이러한 모델은, 전문직이 사회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
그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무원, 변호사, 의사, 교사, 간호원, 사회사업가 모
두가 그러한 전문직에 해당된다. 이러한 직업들은 주로 경제나 산업 분야와 같은, 이윤 증
대를 목표로 하기보다, 사람들의 더 낳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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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봉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질 높은 공공 정보의 접근을 유도함으로써, 공공 상품
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서는, 지식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강조하고 기
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은 회계사, 경영관리자, 컴퓨터 과학자,
또는 시스템 분석가들과는 다른 정보 전문가들에게만 부여된 책임이다. 다시 말해서 사서
의 중요성은 자료원의 마스터, 조직적인 기술 또는 기술적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사서들이 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서비스정신이 중요하다. 사서라는 직업이
막대한 양의 인쇄물, 오디오, 그리고 전자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박물관 큐레
이터나 사회의 여타 전문직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는 점이다.

4. 연구결과로 나타난 사서직 이미지의 유형

최근 한 연구는 사서직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35개의
진술문을 토대로 28명의 사서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형식으로 사서직의이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를 이룬 일치항목은 7개였으며, 이 7개의 진술문
은 유형에 상관없이 공유되는 사서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사서들이
공유하는 이미지는 사서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서, 사서들이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사
서직의 이미지는 정보서비스직으로서 사회적으로 적합성있는 서비스의 개발과 정보문제
해결의 조력가라는 측면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적합성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측면은 사서직에게 부여된 고유한 사회적 역할이자 동시에 사서직의 존립 근거가 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정보문제해결의 조력가라는 측면은 사서직의 가치와
보람으로, 사서직을 지탱시키는 직업적 만족감이라고 파악되어진다.
이외에도 공통으로 느끼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서직은 1) “계속적인 교육지원이 없
으면 시대적 발전추세에 도태되고 현실에 안주되기 쉬운 직종이라고 생각한다.” 2) “사서
는 도서관 업무지향적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의사결정권이나 행정권 등에서 소외당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한다.” 3) “사서직은 업무수행과 더불어 상호간의 인간관계 개선 노력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이었다. 부정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룬 항목은 2개인데, 이것
은 1) “만일 퇴직한다면 사서직과 연계한 다른 직업을 찾기도 어려우며, 사서직 종사자들
은 사서직 이외의 타직종으로 전환하면 성공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와 2)
“사서직은 현실상 단순노무직과 유사한 서비스직종이라고 생각한다” 등이었다. 이러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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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문에 대한 부정적 동의는 사서직이 융통성 없는 직종이거나 사회와 고립되어 존재하는
직업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서직에 관한 다양한 담론과 관련문헌의 조사를 통해 35개의 진술문을 구성하여, 24명
의 공공 및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참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연구 결과는 독특하지만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현재의 시공간적 맥락을 반영한 4개의
이미지 유형이 식별되었다. 사서직에서의 이러한 4개의 이미지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서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되
어야 한다.
사서직의 이미지 유형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유형 1’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사서직에 관한 ‘양가 감정’(ambivalent)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형으로, 이들은 정보봉사직이라는 사서직의 고유성을 강하게 긍정하되 사서
직의 물리적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특히 의사결정구조에서 배제되
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유형 2’는 서비스 지향적이며 사서직의 공적 전문성 확보를 주장하는 형으로, 이들
은 사서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
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사서직의 존속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3) ‘유형 3’은 사서직을 적극적인 능력발휘의 장으로 보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적극적
수용에 의해 사서직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진보형이다.
4) ‘유형 4’는 사서직을 둘러싼 여러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관조하고 있는 현실 비판
형이다.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정보서비스직으로서 사회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
다는 측면과 정보문제해결의 조력가라는 점을 사서직의 이미지로서 생각하고 있다.
이들 유형을 통해 살펴 본 사서직 이미지의 본질은 정보제공 서비스에 있다. 정보제공
서비스직이라는 점은 일군(一群)의 사서들에게는 만족의 요인이기도 하지만(유형2, 3), 반
면에 다른 사서들에게는 갈등의 요인이기도 하다(유형 1, 4). 그러나 갈등의 직접적 원인
은 정보 서비스직이 갖는 사회적으로 낮은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물리적
환경요인(의사결정권 제외, 근무 조건)에 기인한다.
4가지 유형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사서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비록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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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사서직이 정당한 사회적 인정이나 주목은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서직
종사자들이 갖는 내부적 자부심이나 결속력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서들은
그들 직업의 사회적 기여도와 그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점이 그
들로 하여금 사서직을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여진다.
사서직 이미지 연구는 대상과 방법론을 다양하게 하여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용자
만을 대상으로 사서직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질 수도 있으며, 현재의 도서관 환
경을 반영하여 이용자가 인식하는 도서관 이미지 연구도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서직이나 도서관의 이미지 결정요인을 식별하는 연구도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5. 직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분석 검토한 결과, 구본영 교수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학 철학의 기반 위에서 과거와 현재에 중요시했던 인문과학, 사회과학, 컴
퓨터학에 대한 이론과 원칙 그리고 실제를 강조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폭넓은 영역을 포
함해야 한다.
둘째, “도서관”이라는 학과명칭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핵심과목 즉, 사회적 환경과 정보
의 기초(개론과목), 정보축적과 조직, 배포, 정보봉사와 자원, 정보조직관리, 연구방법 과목
이 변경되고 있다.
셋째, ALA인가 학교의 대다수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6개의 필수영역 중 정보자
원(23%), 정보경영(20%), 정보접근(19%), 정보시스템과 기술(18%), 연구(10%), 정보정책
(10%)순으로 포함하고 있다.
넷째, 이용자 중심 서비스와 기술과목이 강조되고 있다. 이용자 중심 서비스 과목으로
는 정보추구행위, 윤리학, 정보요구분석, 이용자교육, 특수계층을 위한 봉사, 지식경영이
있고 기술과목으로는 디지털 도서관, 정보구조의 시작화,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터넷활용,
네트워킹기술, 전자출판, 정보보안, 메타데이터가 있다.
다섯째, 인터넷탐색엔진, 웹자원, 전자정보검색문제, 웹서버관리, 인터넷활용, HTML, 저
작권, 개인정보, 보안과 같은 인터넷과 관련된 과목들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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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전자출판, 정보브로커링, 정보전문화협동, 웹마스터링, 인트라넷경영과 같은 정
보심화과목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며 정보학기술 과목 즉, 웹마스터, 기술코디네이터, 인
트라넷매니저와 같은 과목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환경과 정보기술의 변화는 사서직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인쇄기술이 처음 나왔
던 15세기에 펜맨쉽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직업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
사서직은 전문직으로서 21세기의 지식사회를 유지하고 전승하는 새로운 일을 떠맡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제 현장과 학교에서 기존에 습득한 전문지식위에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서직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지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학저작권 집중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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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저작권 집중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요소 설정
결 론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 처리 및 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환경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발 빠
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저작권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교회나 종교단체, 선교단체, 신학대학교, 복
지기관 등 기독교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으
로 저작권 침해행위들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에 가면 우리는 흔히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복사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해마다 연초에 개교회 성가대에서
1) 중앙대 교육대학원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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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거나 심지어 권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성가곡 악보
를 복사해 성가곡집을 만들며, 성경 학교에서는 공과책 한 권만을 사서 대량으로 복사해
쓰기도 한다. 교회뿐 아니라 신학대학에서는 그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버젓이 학교 복
사실과 학교 앞 복사 전문 집들은 외국신학서적 및 악보, 음반 등을 복사해 팔고 있다. 신
학대학 교수들이 불법 복제물을 교과서로 사용한다거나, 저작권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용
자들에게 교육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서관에서 조차도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묵
인하거나 도와주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
료의 ‘디지털화’문제이다. 신학대학의 교수나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직접 본교 학위논문이
나 연구논문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력 및 다운로드 후 이를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 선교사, 전도사 등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혹은 이런 행위가 위법인지도 모른
채 ftp나 e-mail로 자료를 전송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와 네
트워킹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목회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복제
되어 싼값에 판매되고 있고 무단으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설교를 비롯한 대부
분의 목회 자료들이 네트워크상에 무수하게 올라와 있고, 이처럼 공개된 자료들을 모아
만든 설교 자료집에 대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물의 디지털 화와 전송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
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그러나 다양하고 방대하게 이용되는 모
든 신학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과 신학저작물의
대부분의 저작자인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전도사 등은 목회하는 곳이나 전도, 선교하는
곳이 자주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일정치 않아 그들의 현재 위치나 주소를 이용자 개개인이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편집저작물의 경우는 한두 사람의 저작자
로부터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량의 저작물을 신속, 용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작물
을 신속․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2)
성경, 설교, 예배, 교회음악, 건축, 미술, 연극, 영상, 고대 유적지 등과 같이 저작물의 종
류와 형태가 다양하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 디지털 형태의 자료가 증가하
는 신학저작물을 관리하기에는 기존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서는 관리상의 많은 어려움
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학저작물의 특수성과 이용자의 다양성 및 신학저작권자
2) 柳馨晳,

音樂著作權 集中官理에 관한 考察,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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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인과 권리정보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의 기본이 되
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요소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신학저작물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DB의 데이터요소설
정에 관한 연구로서 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조사를 통해 저작권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독교 및 신학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들을 고찰하였다.
(2)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신학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DB의 데이터요소를 설정하는데 필
요한 신학저작물 및 정보제공자, 매개자, 이용자 등의 특성과 유형 및 신학저작권
집중관리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3)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현황 및 DB의 데이터요소를 비교․분석하여 신학
저작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DB의 데이터요소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요소를
추출하였다.
(4) 위 (2)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학저작물 고유의 세부 데이터요소들을 추출했을 뿐
만 아니라, (3)에서 비교․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신학저작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DB의 기본데이터요소 및 하위데이터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저
작권정보관리시스템 DB 데이터요소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신학분야 저작물의 저작권정보관리가 기존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아닌
독자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신학의 학문적 영역, 신학정보의
특수성 및 신학분야 저작권정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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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학의 학문적 영역
우리가 보통 신학이라고 부르지만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그 종류가 많다. 여기에서는 그
강조하는 바에 따라 신학의 종류를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으로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
누어 봄으로 신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1.1 이론신학
성경에 계시된 사실만을 중심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기독교 진리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학문의 영역이 이론신학이다. 이론신학에는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으로 크게 3부분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성서신학
성서신학은 성서 각권의 원래적인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해 성서 본문을 연구하는 학문
이다. 본래 성서신학은 조직신학과 같이 성서 메시지의 현대적인 어떤 작용에 중점을 두
지 않으며, 성서 당대의 역사와 사고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3)는 슬로건 하에서 독립되
어진 학문이었다. 성서 저자의 본래적인 메시지를 찾아낸다는 것은 단지 오늘 우리들의
손에 놓여 있는 성서만을 가지고는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신학은 성서가 기록되어진 당내의 사상과 문화와 생활 관습과 제도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성서신학을 위해서는 성서 본문의 올바른 해석을 위
해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정리하고 모색하는 성서해석학과, 성서의 형성과 보존은 물
론 각권의 저자․연대․목적․배경 등을 개관하는 구약 및 신약 성서개론학을 필요로 한
다. 그리고 성서 본문의 원래적인 의미를 밝혀내는 성서 주석은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갖
추어진 여건 하에서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서부터 바로 성서신학이 형성
되어지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성서신학은 이미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으로 양분된 체계
를 확립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론들에 의해 전개되어지고 있다.
2) 역사신학
역사신학은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지나면서 형성되어진 전승들과 자취들과 사상들을
조밀하게 조감하고 정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敎會史라고도 불리는 역사신학은
3) 이와 관련하여 George Elden Ladd는 성서신학이 성서에서 발견되는 신학을 성서 자체의 역사와
배경과 용어와 범위와 사고의 형식 안에서 실행하는 과제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였다.
George Elden Ladd, 신약신학, 이창우 역, 서울 : 성광문화사, 1990,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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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한 의미에서 몇 가지 내부적인 전문 분야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교회사가인 Philip
Schaff(1978)4)는 이를 첫째, 불신 민족․국가와 비문명인들 속에서의 기독교의 확산을 연
구하는 宣敎史, 둘째 처음 3세기 동안에 있었던 유대교와 이교들에 의한 기독교 핍박과
중세기에 모하멧교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를 연구하는 迫害史, 셋째, 가시적 교회의 행정과
조직의 발전사를 연구하는 敎會 行政史, 넷째, 교회의 절기와 예식 등의 발전과정을 연구
하는 禮拜史, 다섯째, 지금까지의 기독교와 관련된 자선사업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 사업이
나 생활상들을 연구하는 基督敎 生活史, 여섯째,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문헌들, 교리들을
연구하는 神學史로 분류하고 있다.
3)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성서의 진리를 자기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해석하고 변증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래 조직신학은 넓은 의미에서 윤
리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의 조직신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교의학
을 조직신학과 구분 없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조직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믿
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가를 질문하고 연구하는 신론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리스도와 인간과 세계 등과 같은 주제들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전문화시키면서 점차 그
내부적 체계를 확립해 왔다. 오늘날의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을 시점으로 하여 인간론, 그리
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등과 같은 주제들을 순서대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5) 학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구조에 성서론이나 계시론 등을 여기에 추가
하기도 하며, 특히 성령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론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져 오다가
최근에 들어 독립된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부각되어진 주제이다.

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 Michigan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8, pp. 6-11
5) 조직신학 각론들의 분류는 물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시도되어졌었다. 예컨대 ①Jean
Calvin(1509-1564)과 Ulrich Zwingli(1484-1531)는 삼위 일체적 방법에 따라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논의를 그들의 각기 구분된 책에서 다루고 있으며, ②
George Calixtus(1586-1659)는 복으로부터 그 다음으로 주제(하나님, 천사, 인간, 죄)를 다루고 마
지막으로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예정, 성육신, 그리스도, 말씀, 성례 등등)을 다루는 분석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밖에 ③언약개념으로부터 분류의 원칙을 끌어낸 Coccejus의 언약적 방법, ④
Hase, T. B. Strong, A. Fuller, H. B. Smith, V. Gerhard 등과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위치시키는 그리스도론적 방법, ⑤그리고 거의 지지받지 못하는 왕국 개념에 기초한 방
법 등이 시도되어져 왔으나, 오늘날에는 본문에서와 같은 종합적 방법이 거의 일반적인 것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Louis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상), 권수경․이상원 역, 서울 : 크리스챤 다이제
스트, 1992, pp. 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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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실천신학
실천신학은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상황들과 과제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
함과 아울러, 교회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천
신학은 교회의 모든 실제적인 것과 관련되어 참으로 대단히 넓은 연구 영역을 가지고 있
다. 조동진(1992)6)과 염필형(1995)7)이 말하는 실천신학의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대교회 이래 오늘에까지의 기독교 예배의 발전과 변천의 역사와 물론, 오늘의 기
독교 공동체들에서의 여러 예배 형태들의 본질, 특징, 절차 등을 검증함과 아울러 가장 바
람직하고 적절한 예배의 정립을 위해 연구하는 학문인 예배학이 있다. 둘째, 기독교의 예
배를 목적으로 모인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훈하는 근본 원리와 신학적
정의를 세우고 가르치는 학문인 설교학이 있다. 셋째, 목사의 직분, 사명, 교역 등과 목회
의 여러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시대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목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점검
하고 시대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목회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를 위해 연구하는 학문인 설
교신학이 있다. 넷째,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고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
직과 직원과 운영의 기술과 능률에 관해 연구하는 교회행정학이 있다. 다섯째, 목회자가
교인들의 여러 인생 문제들을 신앙에 기초하여 상담하고 치료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법과
원리 등을 연구하는 목회상담학이 있다. 여섯째, 교인들의 성서, 신앙, 생활 등과 교회학교
의 교육을 목적으로 이에 관한 원리와 방향 등을 연구하는 기독교교육학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이미 실천신학의 영역을 거의 벗어난 선교신학 및 교회 성장학 등도 원래적인
맥락에서 볼 때 실천신학의 범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신학의 학문적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신학은 학
문인가? 신학이 과연 학문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근거 위에서 그러한지의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학문됨의 판단 기준
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자들 중에도 18-19세기의 자연과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학문됨의 근거를 감각
적, 귀납적, 합리적, 실험적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오늘날 대
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과학적인 기준들에 입각한 견해에 대해 그것은 너무 협소하
고 편중적인 것이었다는 점과, 어떤 것이 학문이 될 수 있는 기준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보아 학문됨을 규정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모든 학문에 대해 절대적인 것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
6) 조동진, 교회행정학, 서울 : 크리스챤해럴드사, 1992, pp. 54-55
7) 염필형, 실천신학 : 신학적 기초와 방법론, 서울 : 성서연구사, 1995, pp. 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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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신학 역시 스스로를 학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는다는 전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신
학의 학문됨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Karl Barth(1886-1968)가 제시한 신학
이 학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① 신학은 학문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것들과 같이 하나의 특정한 지식의 대상에 대한
인간의 관심 내지는 연구 활동이기 때문이다.
② 신학은 다른 학문들과 같이 지식에 대해 일정하고 조리 있는 방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③ 신학은 다른 모든 학문들과 같이 그 자신의 방법을 그 스스로에게와 이 대상에 관
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 방법을 따
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Barth는 신학의 학문성을 대상과 방법이라는 두 가지 기
준으로만 근거 지우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Barth의 주장과 같이 신학은
자신이 연구하는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나름대로의 규칙과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학문성을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 신학의 학
문성을 더 이상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 또한 없다. 왜냐 하면 신학
이 그 자신의 학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학문의 어떤 보편적 개념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한 현실에 대한 방법적 연구’라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
문이다.8)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학이 학문으로서 활발하게 성장되어 왔다는 것은 곧 연
구 및 교육, 출판, 학회, 협회, 세미나, 주제발표, 국제회의 등 공식 및 비공식 학술커뮤니
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신학정보의 생산과 전
달과 이용에 이르는 유통과정에는 저작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Ⅰ,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1984,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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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학정보의 유형과 특성
신학저작물의 데이터요소를 파악하기에 앞서 신학정보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신학저작권 데이터요소를 선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살펴보고자 한다.

2.2.1 신학저작물의 유형
1) 어문저작물
성경 및 설교는 어문저작물에 속하는데, 어문저작물은 크게 유형의 문서에 의한 저작물
과 무형의 구술에 의한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서에 의한 저작물은 성경, 설교원고나
기도집, 찬송 가곡집 등의 텍스트자료, 신학논문, 예배, 뮤지컬, 공연의 대본 등 문자를 매
체로 하여 작성된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나 문자 외에도 고대 언어부호, 점자, 기호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들도 그러한 기호들이 일반적인 언어와 치환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서
에 의한 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저작물은 설교, 기도, 강연 등 구두의
진술에 의한 저작물이다. 여기에 말하는 구술이란 자기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술저작물로 보호되지만, 타인의 작품을 구연하는 경우는 실연
에 해당하므로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될 뿐이다. 또한 어문저작물이라고 하여 문학적
인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주보순서지, 공연 팜플렛, 교회관련 각
종 홍보물, 각종 지침서 등도 창작성 등 성립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외부에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표현되기만 하면 족하고,
미국법에서와 같은 ‘고정화’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문저작물이 반드시 원고
지나 인쇄물 등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9)
2)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저작
물에는 음계, 리듬, 하모니 등을 요소로 하는 악곡뿐만 아니라 음적으로 표현된 언어를 수
반하는 가사나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10) 교회나 종교단체, 음악대학, 성가대
에서 사용하는 성가, 복음송 및 예배 찬송가,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
밖에 의식에 사용되는 악곡 및 악보 등이 음악저작물에 속한다.
9) 오승종, 이해완, ｢著作權法｣, 박명사, 1999, pp. 58-59
10)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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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은 실연, 방송과 더불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된다. 음반제작자는 저작물의 창작자
가 아니고 그 이용자임에는 틀림없으나, 저작물을 해석, 매개, 전파하는데 대단한 공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자 하는 저작인접권제도가 생겼다.
3) 연극저작물
연극이란 각본을 토대로 연기에 의하여 관객에게 전달되는 모든 예술을 가리키며, 모든
연극 저작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교회나 종교단체, 선교단체, 보육시설, 복지기관 등
에서 매년 수십 차례 행해지고 있는 각종 연극 및 뮤지컬 공연 등은 모든 국민들에게 제
한 없이 전달되어도 무방하나 특정한 주제와 목적을 가진 독창성이 있는 작품이므로 반
드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져야 한다. 연극은 신학저작물의 기본적인 특성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의상, 대본, 무대장치, 조명, 음악 등의 여러 요소가 어
우러져 하나의 연극을 구성하게 된다. 때문에 연극저작물을 제작 및 실연 하기위해서는
연극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여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회 및 기독교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극저작물의 종류를 보면 인형극, 그림극, 교
육극, 시대극, 뮤지컬, 오페라, 파워댄싱, 예배, 연극, 성만찬의식, 세례의식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저작물로 구성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인
격권 문제이다. 복합저작물에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저작물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저작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늘 잠재되어 있다.11)
4)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들을 수 있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을 말하는 것
으로 영화나 비디오테이프에 수록된 것이 대표적인데, 그것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영상제작자를 비롯한 감독․프로듀
서․촬영기사․아트디렉터․연기자 등의 실연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종합저작물인 것이다.12)
성지순례 및 성경 다큐멘터리, 종교 영화, 각종 선교관련 영상 자료 등은 다른 저작물
과 마찬가지로 창작성을 갖추어야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창작성이 없는 단
순한 像의 녹화물은 영상저작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11) 이상영, 디지털시대의 광고저작권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24
12)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사, 2001,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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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동적으로 필름에 수록하였다면 창작성이 있다
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소재의 선택․배열 및 제작기술에 있어서 제작자의 특
이한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13)
5) 미술 및 사진, 도형저작물
신학저작물에는 성화, 회화, 도안, 사진, 삽화, 조각, 공예, 벽화, 성지지도, 모형 등의 미
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이 교회안내책자, 교회주보, 자료집, 팜플렛, 연구보고
서, 연구논문, 그림 작품 심지어 개교회 건축시 도용하는 조각이나 건축양식의 사진이나
도안에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진, 도형, 삽화, 조각, 공예,
벽화와 같은 시각적 저작물을 사용할 시에는 미리 저작권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그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여야
향후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저작
권법 제10조 제2항14)에서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저작권의 발생에 창작이라는 사실 이외
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창작성이 떨어지거나 결여된 저작물일지
라도 신학저작물 작성에 사용하려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방식주의는 창
작성이 다수 떨어지더라도 형식적 신청서류만 구비하면 입증이나 심사절차 없이 등록을
받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원저작자가 있는 사진저작물인 경우에는 사진저작
물 자체가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진저작권자와 합의하여
신학저작물에 사용했을 경우 사진저작물 속에 포함된 또 다른 저작권자로부터 항의를 받
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대비(저작인격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15)
6) 건물,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저작물을 예시하면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들고 있다. 건축물이라 함은 집이나 사무실 건물과 같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
물은 물론이고, 반드시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않는 예컨대 교회나 정자, 전시장, 가설건축
물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은 해석상 주거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교량이
라든가, 고속도로 입체교차로, 댐과 같은 것은 건축저작물이 아니라고 본다. 건축물에 있

13) 오승종, 이해완, 전게서, p. 80
14)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②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
로 하지 아니한다.
15) 이상영, 전게논문,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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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표준적인 개개의 구성요소들, 예를 들어 창문이라든가 문 또는 그 밖의 건물의 구성
요소들은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16)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명동성당이나 정동제일교회 문화재 예
배당17), 성공회서울대성당, 연세대 스팀슨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러관 등 전국의 20여 곳
의 교회 건축양식 및 건축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
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동상이나 건축물 등을 촬영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공개 미술물 등의 이용’에 해당되므로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2조 제2
항에서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그 이용에 있어, 본래 건축물이나 회화, 조각 작품의 저작목적과 동일한 목적 즉 도로나
공원 등에 전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위나 판매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개척 교회나 교회 예배당의 재건축을 하기
위해 교회건축물 자료집이나 사진, 외국의 건축물 양식의 이미지 사진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반듯이 받아야하며, 건축 목적이 아무리 순수할지라도 저작
권자의 허락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이다.
7)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및 디지털 신학저작물
교회 내에서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혹은 교회 내에 있는 컴퓨터 등에 소프트웨어를
하나만 사서 복제하여 나누어 준다거나 교회 내 全 컴퓨터에 다 설치를 하는 행위들은
모두 불법 행위이다. 목회 자료나 찬송곡집, 복음성가, 주보 및 교육자료 등의 제작에 필
요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교회관련 프로그램, 나아가서는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설교 및 성경 관련 자료집이나 프로그램 등도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 수정하는
행위는 그 목적이 상업성을 갖지 않더라도 모두다 저작권법에 저촉을 받는다.
이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컴퓨터 프로그램법 제2조 제1호) 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너
광고를 만들고자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을 하는 것

16) Paul Goldstein, Copyright, 2d 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96, p. 135 ; 오승종, 이해완, 전
게서, p. 66 에서 재인용
17) 정동제일교회의 문화재 예배당은 1898년 이 교회 설립자인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 빅토리안 고딕
양식으로 완공된 국내 유일의 19세기 교회건축물로 사적 제256호로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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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또 이용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형하는 것
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되므로 변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한 후 변
형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저작자는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
할 권리를 가진다.(컴퓨터 프로그램법 제11조)
디지털화란 저작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형태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물이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어떠한 행위에 해당되는가가 의문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복사’의 일종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복제물을 ‘현재 알려졌거나 또는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 저작물이 고
정되는 음반 이외의 유체물로서, 그로부터 저작물이 직접적으로 또는 기계나 장치를 통하
여 지각, 복제 기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였는데, 디지털화 역시 복제에 포함된
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저작권법 제101조)

2.2.2 신학저작물의 특성
신학저작물은 어문, 설교, 찬송, 禮拜, 聖歌, 聖畵, 聖地, 고대 유물 및 유적지, 교회 건축
및 건축 양식, 영상, 연극 등의 종합적인 복합 저작물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 및 정지
화상 그리고 동화상 등 디지털 이미지까지 포함하며, 둘 이상의 문헌이나 매체가 복합 또
는 종합하여 창작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요소까지
가미한 다원화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는 저작물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

작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그
리고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학저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는 전통적으로 저작권법상에 적용되어 왔던 독창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신학저작
물도 다른 저작물과 같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무리 독
창성이 있다고 하여도 표현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저작물은 각각의 형상에 따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저작물
등으로 분류되지만, 그것은 특정 매체와 결합하여 다시 출판물, 음반, 영상물 등으로 분류
될 수 있다.18) 이는 저작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분류이며, 이러한 기초 저작물이 특정
매체와 결합하여 출판물,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의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
18) 현행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을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분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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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영상, 도형저작물 등으로 남아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학저작물이 특정 매체와 결합하더라도 기초 신학저작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신학저작물이 다른 유형의 일반저작물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에는 어떠한 것들
이 있는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신학저작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하는 기독
교인들에 의해 인간과 역사와 세계 속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연구하고 변증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학저작물은 먼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신학저작물이 다른 저작물들과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난다. 기
독교에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대상들을 연구하는 것과 달리 먼저 기독
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은
보편적 학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신학에 의해 연구되어지는 대상인 기독교의 하나
님은 다른 학문들에 의해 연구되어지는 대상들과는 달리 인간에 의해 객관화되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은 신학은 매우 결정적으로, 계시에 의해 주어지
고 양심에 구속력을 가진 절대적 진리를 다루는 규범적 학문이다.19)
이러한 신학저작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첫째,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신학저작
물의 비학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저작물들의 대상들과는 근본적으
로 다른 특수한 대상이기에 그의 학문성 역시 당연히 특수하다는 사실로써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매체의 구조적․기능적 결합이다. 일반적 저작물의 유형은 비교적 단순하고
단일한데 비하여 신학저작물은 기독교, 어문, 음악, 영화, 데이터베이스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결합한 형태의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보표현형태의 다양화이다. 초기 신학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문자와 정지화상, 음
악에 국한된 것이 고작이었으나, 디지털 시대의 신학저작물은 그 외 영상저작물, 미술저작
물, 동영상 저작뮬, 컴퓨터프로그램, 미술, 건축저작물 등의 형태로 구체적․가상적 표현이
가능하다.
넷째, 신학저작물은 다른 일반 저작물과는 달리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전도나 선교 등
다양한 형태의 종교 활동 및 복음 전달 등의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멀티미디어 신학저작물은 통신방법의 비동시성이다. 정보의 송․수신이 이용자
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시간조정능력을 갖게 되
며, 의사소통의 통제권이 정보제공자로부터 이용자에게로 전이된다. 따라서 이용자인 일반
19) 민관홍, “기독교 신학에 관한 총체적 전망,” 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 51

150 신학과 도서관

대중은 수동적,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능동적, 적극적인자세로 변하게 된다.
여섯째, 기존의 일반 저작물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만 정보전달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비해, 신학저작물은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 모두에게 정보 전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건설이라는 더 큰 목
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신학저작물을 구성하는 원저작물이나 디지털 정보 자체의 저작물에 관한 권
리는 기존의 소유권 중심의 개념에서 이용자 중심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 저작
자, 이용자 및 저작권자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2.2.3 신학 정보생산자, 매개자 및 이용자의 특성 및 유형
신학저작물 이용자들의 일반적인 정보요구는 신학연구나 목회, 전도, 선교 등의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신학저작물의 내용자체에 대한 정보 획득의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 신학
저작물 정보제공자와 이용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신학자, 신학생, 목사, 전도사, 선교사,
교사, 기타 교회의 직분자 뿐만 아니라 출판사, 신문사,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 건축가,
미술가,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 신학을 연구하는 일반 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신학자는 신학대학이나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 강의 및 연구를 하는 학자들로서 성경
및 신학에 관한 다른 학자들의 주장 및 연구 결과, 근거제시, 관심분야에 대한 논의내용이
나 의사소통을 중시하며, 신학 작품의 속성을 파악하거나 신학저작물의 작가와 작품정보,
양식, 매체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목사는 가톨릭에서 성직자(특히 사제)를 神父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된다. 목사라는 말
은 신약성서의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4장 11절에서 유래하는데, 이 말에 해당하
는 그리스어는 양치기를 뜻한다. 목자로써 신자들의 교육과 예배,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조직․관리를 한다.
전도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구약성서에서는 《전도서》에 이 말이 나와 있고, 신약
성서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여 초기 교회에서는 그 순위가 사도와 선지자 다음에
놓여 목사와 교사 앞에 있음을 볼 수 있다(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4:11). 이러한 전도
사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각처로 파견되어 복음의 전파를 담당하였던 것
같다. 현대 교회에서의 전도사는 일반적으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부르
는 호칭으로서, 거의 비슷한 일을 하지만 각처로 파견되지 않고, 일정한 교회나 단체에 소
속되어 목사를 도와 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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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는 넓은 뜻으로는 직접 선교활동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교육·의료사업 등에 종사
하는 성직자·평신도도 포함된다. 이집트·로마 등 異邦에 파송된 사도 바울로 이래, 역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국외로 나가 선교활동을 벌임으로써 그리스도
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목회자들은 성경의 원리, 설교자료, 찬양곡집, 성가곡집 등 종교적인 내
용뿐만 아니라 교회행정, 종교 및 선교 역사, 지리, 상담학, 가정학, 전도학, 선교사의 활동
등 보다 더 넓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요구한다.
종교 및 기독교 관련 출판사들 중 대표적인 기관은 대한성서공회이다. 성서의 번역·출
판·보급을 관장하는 그리스도교단체로서, 1887년 영국성서공회 만주지부 총무 S.텔리가
한국의 성서사업을 겸하여 6,060권을 반포하였고 같은 해 선교사 H.G.언더우드를 위원장
으로 하는 한국성서위원회를 조직하여 번역위원회와 개역위원회를 두었다. 현재 한글 개
역판 성경의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음반제작사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이것은 로마협약상의 정의

를 그대로 따온 것으로, 음반제작을 발의하고 최초 고정을 위한 경제적 기타 책임을 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지칭하는 것이 통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CCM 음반제작
기관이 난립해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 관련 방송사업자로는 CBS방송국이 기독교적 교양의 육성과 복음전파를 목적으
로 설립된 한국 최초의 종교방송으로 1954년 12월 15일 미국 연합장로회 선교사 오토 E.
디캠프(한국명:甘義道)가 미국의 선교사업기구의 하나인 시청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설
립하였다. 하루 평균 24시간의 방송을 실시하며, 복음교양방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신학저작물과 관련된 출판사,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 등은 작가정보, 작품정보,
권리자, 제작시기, 기증자, 기술 양식, 매체 등 보다 더 일반적인 내용의 정보를 요구한다.
이 밖에 신학저작물 정보제공자 및 이용자의 공통된 요구 정보로서는 작품은 언제 제작
되었으며(제작시기), 저작자 및 저작권자, 실연자 등의 작가 및 권리자 정보(성명, 연령,
주소, 등 인적사항), 어디에 출판 및 소장되었는지(출판기관, 소장기관), 어떻게 만들었으
며,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제작 이유 및 형태), 왜 만들었는지, 이용을 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이용조건, 위탁관리업자)
등에 관한 정보일 것이다. 이러한 기초정보는 신학저작물이 제작되는 경우 동시에 발생하
지만 이를 목록화하고 DB의 데이터요소를 분석하여 검색시스템으로 구축되지 못했기 때
문에 그 관리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정보에 대한 데이
터요소 분석과 함께 저작권정보집중관리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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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학저작권집중관리의 문제점 및 필요성
신학분야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이
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번거로움을 제거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
하는 방안이 소위 저작권집중관리제도임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집중관리방식은 이미 도입되었으며, 한
국음악저작권협회 등 5개의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하여 각 분야별로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신학저작물 및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집중관리는 제대로 잘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며, 그 업무를 전담하는 센터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신학저
작물을 관리 및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외국 신학저작물인
경우 이를 어떻게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
서 신학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려 한다. 이는 향후 신학저작
물 저작권집중관리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1) 신학저작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부재
국내에는 5개의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134개의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활동 중이지만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음악저작권협회를 제외하면 관리대상 물량이나 활동범위를 감안할
때 집중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환경
이 발달함에 따라 신학저작물 관련 멀티미디어, 사진 및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방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신학저작물 관련 멀티미디어,
사진 및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결성이 미비
하여 권리 보호 및 이용에 어려움이 매우 크다. 물론 대리중개업 형태로 관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다수의 단체가 난립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중관리의 제 기능을 살
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회 성가합창 악보나 연주 악보(칸타타, 핸드벨, 피아노, 오르간
곡, 성악 솔로곡, 기악곡) 등은 정식 라이센스 또는 저작권 악보를 구입 사용해야 하며,
개교회나 개인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현실적
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성경, 설교, 선교 자료, 교회출판물 등의 디지털 화, 예배, 공연, 찬송가 자료의 멀
티미디어화, 교회 디지털 도서관 구축 등 정보의 디지털화가 확대됨에 따라 기독교 출판
물에 대한 신속, 용이한 이용허락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저작물의 효율적인 권리
처리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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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화 부진
효율적인 신학저작물 DB의 저작권집중관리를 위해서는 저작물 및 저작권자의 관리정
보와 사용료의 징수․분배와 관련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며,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신학대학교 및 교회, 선교
단체 등 소수의 기관들을 제외한 전국의 많은 수의 단체가 아직까지도 초기 전산화 사업
에조차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다. 여기에 교단 및 교파간의 상호 협력의
부재로 인해 신학저작물의 집중관리를 위한 국내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설립은 현재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다.
3) 사용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
저작권집중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저작권자 및 이용자들로부
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 및 분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
적인 산정 방식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전문인력 및 노하우 부족으로 보상금 산정의 기초
자료 및 산정공식이 없이 막연히 일본의 예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집중
관리단체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제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에 대
한 적절한 모니터링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보상금 산출과 징수, 적절한 분배가 뒤
따라야 한다.20)
4) 신학저작물 보호에 대한 윤리 의식의 부족
성가악보의 참된 저작자는 하나님이기에 곡을 무상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많다. 물론 특별히 저작권자가 원하는 일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는 기독교계 전반에 저작권 침해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궁극적인 저작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는 비논리적
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위기감을 이미 수년전부터 느낀 소수의 움
직임들은 나름대로의 홍보활동과 목소리들을 내었지만 번번이 외면당하기 일쑤였다.21)
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점으로 인해 저작권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학저작물
의 원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 해당 소재의 저작
권 존재 여부와 원저작자의 식별 및 그에 따른 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과 이용료 산정 등
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저작권집중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22)
20) 조소연 외,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서울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p. 55
21) 이영희, “저작권,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무엇을 말하는가,” 신앙계, 2000(통권 397호),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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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저작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은 첫째, 신학저작물은 이용자 및 이용방법,
매체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의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통한 개별적 관리는 권리
자가 받는 경제적 보상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됨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보다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에 위탁하
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둘째, 신학저작물의 저작권 정보가 여기저기에 산재되
어 있는 것보다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나
선별이 용이하고 저작물 이용 시에도 그때마다 권리자를 찾아가서 개별적인 계약을 하기
보다는 특정기관만 상대로 계속적, 포괄적 계약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수많은 신학자나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들에 대해 각각 이용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뿐만 아
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으로 이러한 비용이나 이용자의 편의 측면에서 저작권집중관
리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신학저작물은 언어(히브리어, 헬라어 등)나 번역 등 제한적인 성
격 때문에 국외 여러 나라의 기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권리자들은 지역적 내지
국가적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저작권관리를 위하여 집중관리단체 상호간에 상호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자국에서와 동일한 권리자 보호와 타국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 필
요성이 주장된다.23)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온 온 개념
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실
정이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저작
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한 각국의 실태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의
국가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자유업종으로 하여 별도의 규제를 가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의 입각하여 해결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독일, 프랑스(저작권법 제
321의 1조), 스위스(저작권법 제41조), 스페인(저작권법 제132조), 이탈리아(저작권법 제180
조), 일본(저작권중개업무에 관한 법률(1939년), 한국(78조 내지 80조) 등의 대륙법계국가
에서는 저작권법이나 특별법으로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허가제로 규정하여 비교적 엄격하
게 규제하고 있다.24)
22) 이두영, 홍재현,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96(제13권
제2호), p. 215
23) 허회성, 신저작권법축조개설, 서울 : 범우사, 1988, p. 341
24) 제78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0. 1.1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
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1994. 1. 7, 2000. 1.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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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탁관리업무로 허가를 얻은 단체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있으며,
저작인접권과 관련해서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한국음반협회가 있다. 그러나 저작
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우리의 현실을 보건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신
학저작물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는 현재 CCLI와 Copycare라는 2개의
교회관련 저작권단체에 의해 제한적으로나마 교회 및 기독교 관련 자료의 저작권이 관리
되어지고 있다.

3. 신학분야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크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분
한다. 저작권은 다시 물질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 정신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로 분류된다. 본 장에서는 저작권정보집중관리시스템의 데이터요소를 선
정하기에 앞서 신학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이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
권, 디지털전송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 탁관리업
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다.(1994. 1. 7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5.
12. 6 단서 신설, 2000. 1.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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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복제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
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따라서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복제권의 침해로 된다. 이 복제권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관하
여 적용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의 여러 지분권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능이다.25)
예컨대 교회 등 기독교인들이 흔히 범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성가대 찬양을 위
해 출판된 찬양곡집을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는 행위, 교육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출판된
책의 일부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 신학생들이 학습교재를 싸게 얻기 위해서 교
재로 채택된 책을 무단으로 복제 하는 행위, 교회나 선교단체의 회보에 지면을 채우기 위
해 저작물을 작가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행위, 디지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
제하여 사용하는 행위, 교회나 목회자를 이용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자료집을 디스
켓이나 디스켓에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복제권에 위반되는 것들이다.

3.1.2 공연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7조).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
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
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26)
주일 예배, 부흥회, 특강, ‘경배와 찬양’과 같은 연극 및 공연, 보육원생과 교사들이 크리
스마스 기념행사로 행하는 뮤지컬, CCM 가수들의 공연 등은 공연권이 저작권자와 실연
자들에게 있다. 예를들어 CCM 가수들의 실연 공연을 계약을 맺은 제작사가 아닌 일반
출판사나 기타 단체에 의해 외부로 실연되는 것은 공연권 침해 행위에 속한다.

25) 김정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내용,”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
처, 1992, p. 266
26) 구 저작권법은 공연에 대하여는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
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
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는데, 2000년 1월의 개정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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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직접 방송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
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8조).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는 ‘방송’의 개념을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

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27)
대형교회나 선교단체, 기독교방송국, 신학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일 예배나 채플, 연
주회 실황을 통신망을 통해 일반 공중들에게 송신하는 행위는 방송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저작권자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방송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시 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되는 것이다.

3.1.4 디지털 전송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전송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전송하도록 허락할 배타
적인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8조의 2). 이러한 전송권은 인터넷이나 PC통신, 기타 네
트워크를 이용한 디지털 형태의 송신이 저작물의 주요한 전달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
는 이른바 ‘네트워크 시대’를 맞아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2000년 1월 개정 저작권법에서 신설한 권리이다. 신학대학 도서관에서 이용자
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학위논문, 연구논문을 타 지역에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 등에게 ftp나
e-mail로 전송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서관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아이
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집에서 화면현시 및 출력하는 행위도 모두 전송권 위반 행위이
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은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하는 행위가 교회나 도
서관등에서 디지털 시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개
정 저작권법에서의 ‘전송권’신설은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발맞춘 것이라고 하겠다.28)

27) 원래는 정의 규정 끝의 괄호 속에 ‘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송신 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0년 1월의 개정법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28) 1988년 12월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저작권법보다 한발 앞서서 디지털 송신에 관한
배타적 권리인 ‘전송권’을 저작권자의 권리로 규정한 바 있다.(제8조 1항).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
호법상은 ‘전송’을 이시적 송신에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전송권’에 비하여 그 개념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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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전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전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9조).
교회의 예배당 건물 내에 걸려 있는 각종 장식 그림, 聖畵이나 聖地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시하는 행위도 위법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명한 교회의 건축양식을 허락
없이 그대로 도용해서 건축물을 설립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 중 전시권의 위반행위가
된다.

3.1.6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29)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
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1조).
성경과 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그 2
차적 저작물인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본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2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
과 구별된다. 이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3.2.1 공표권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
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표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물의 공표여부, 방법 및 형태, 시기 등을 제일 먼저 판
단할 수 있으므로 어떤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공표하게 되면 저작자에게
주어진 저작인격권으로서의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공표권은 단 한 번밖에
29)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저작물을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5조 1항에서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보호물로 보호된다”라고 2차적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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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사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직접 공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직접 공표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에는 상대방에게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3.2.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저작자로서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갖는다. 성명은 실명이
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저작권법 제12조). 설교나 자신이 직접 작곡한 찬
양곡집이 교회출판물로 발간되더라도 반드시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목사나
선교사들의 설교집을 출판할 때도 저작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저작
물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대로 저작자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
우라 할지라도 2000년도 개정법에서는 ‘저작물의 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
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무조건 성
명표시권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2.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타인이 함부로 어떤 저작
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조).
비매품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이 있는 곡을 교회의 기도모임이나 성경공부, 구역예배시
사용하기 위해 음반이나 개인 악보로 재편집해서 제작하는 행위나 성경 관련 비디오테이
프나 찬양곡집을 수록한 CD 디스크에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화한 후 교회홈페이지에 업로
드해서 전체 교인 및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동일성유지권
의 침해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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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
를 말한다.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
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
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3.3.1 저작인접권의 형성
종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저작인접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다. 예컨대
실연자의 실연행위는 이를 복제해 둘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실연을 감상하고자 하는 자
는 극장 등 실연장소에 찾아가야만 했고, 따라서 실연자는 그 입장수입으로부터 실연에
대한 대가를 얻으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녹음이나 녹화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
반 공중은 굳이 실연장소를 찾지 않아도 실연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실연자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또 실연은 단순히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공중에게 전
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실연자 나름대로의 저작물에 대한 해석과 기예가 발휘되는
것이므로 저작자에 준하는 창작성이 있다는 점도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음반제작에 있어
서는 종래의 단순한 기계적 작업에서 벗어나 고도의 기술과 창작성이 발휘되기에 이르렀
고,30) 방송에 있어서도 1950년대 이후 TV방송이 시작되고 더불어 방송이 저작물에 대한
최대의 이용자의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그 후에 이루어진 기술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1)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개념은 1928년 베른협정개정 로마회의를 거쳐
1961년 로마협약(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32)에서 구체
적으로 성립하였다.33) 현재 저작인접을 보호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경향이다.

30) 독일과 같이 클래식 음악에 관한 음반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음반제작에 있어서 이른바 ‘톤 마
에스터’라고 하는 전문적인 음반제작기술자가 창조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현재 세계적으로도 극소
수 존재하는 이들은 음악은 물론 전기․전자․음향분야에 대한 엄격하고도 장기적인 훈련과정을
거쳐 양성된다고 한다.
31) 곽경직, “저작인접권의 보호,” 계간저작권, 1995(겨울호), p. 68
32)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ting Organization, 흔히 약칭하여 “로마협약”이라고 부른다.
33) 곽경직, 전게논문,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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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저작인접권의 유형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
는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20년간 존속하
며,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1) 실연자의 권리
(1) 복제권
실연자는 저작자가 가지는 복제권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그의 실연을 복제
할 권리를 갖는다(저작권법 제63조). 따라서 실연을 맨 처음 녹음․녹화하는 것은 물론,
실연을 고정한 음반․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영화필림 등을 증제하는 것도 이 권리의
내용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실연의 고정물을 사용한 방송․공연 등의 음이나 영상을
테이프 등에 녹음․녹화하는 것도 실연의 녹음․녹화로서 본 조가 적용된다.
(2) 실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64조). 즉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연방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
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실연자의 실연방송권은 제64조 단서 및 제75조 제3
항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국 실연의 방송에 관하여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①
‘직접’실연의 생방송, ② ‘직접’실연의 방송을 수신하여 행하는 재방송, ③ 실연자의 허락
없이 녹음․녹화한 고정물을 이용한 방송 등이라고 할 수 있다.34)
(3)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
법 제65조 제1항).

34) 허희성, 전게서,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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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 예컨대 작곡가․작사가는 자신의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이 방송에
이용된 경우만이 아니라 유흥음식점 등 영업장소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을 행
사할 수 있으나, 실연자는 그 음반이 방송에 사용된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
연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음악을 방송하여야 하는 방송사업
자가 모든 실연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협의한다는 것은 실연자측에서나 방송사업자측에
서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편하다. 이에 저작권법은 본 조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
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저작권법 제6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4) 음반의 대여허락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
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65조의 2 제1항). 이 규정은 1994. 1. 7 저작권개정시 새로 신설된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보호를 도모하였다. 실연자의 대
여권도 2차적 사용료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실연자 단체를 구성하여 집중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
(1) 복제․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67조). 음반의 복제에는
녹음물에 수록되어 있는 음을 다른 고정물에 녹음하는 행위와 음반 그 자체를 repress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제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녹음물을 재생시키면서 이를 다른 1
회용 테이프에 녹음하거나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여 그 방송음을 테이프에 녹음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여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이 작용한다. 음반의 배포는 음반을 일반 공중에게 대
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2) 음반의 대여허락
음반제작자도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판매용 음반의 영리적 목적의 대여에 대여하여 허락
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67조의 2에서 준용하는 제43조 제2항). 판매용 음반이 원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대여에 제공되게 되면,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크게 손상을 입기 때
문이다. 음반제작자의 대여권도 2차적 사용료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음반제작자 단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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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집중행사를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67조의 2 제2항․제65조 제2항)
(3)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음반제작자에게 실연자와 달리 방송권이 없다. 그 대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
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저작권법 제68조 제1항). 음반제작자는 많은
노력과 시간, 경비를 들여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것인데, 방송에서 이를 사용함에 따라
어느 정도는 그 판매량이 향상되는 면도 있으나 일반적인 사용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매상고가 줄어들 우려가 있고, 방송사업자는 음반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음반제작자에게 이와 같은 채권적인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음반제작자와 판매용 음반의
사용자 사이에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35)
3)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
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69조). 기존의 녹음물, 예컨대 실연이 녹음
된 음반을 사용한 방송을 수신하여 녹음하는 경우에는 제63조에 의한 실연자의 복제권(녹
음권)과 제67조에 의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제69조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복제권 등 3
종의 권리가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36)
(1) 복제권
이는 방송의 유형적 이용형태에 관한 권리로서 방송의 고정 및 그 고정물의 복제에 관
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V연속극을 복사한 테이프를 구입한 다음 이를 무단으
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 방송을 무단 복제하여 재방송을 하는 것도 이 권리의
침해가 된다. TV화면을 녹화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경우, 그 녹화자나 촬영자는 단지 기
계적인 조작행위만을 한 것이고 창작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독립된 영상저
작물의 작성자나 사진저작물의 작성자로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37)

35) 김정술, 전게논문, p. 327
36) 허희성, 전게서, p. 307
37) 김정술, 전게논문,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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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방송중계권
동시방송중계권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무형적 이용형태에 관한 권리이다. 동시중
계방송이라 함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중계
방송에 의하여 방송이 공급되는 영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타인의 방
송을 무단으로 그 방송의 공급영역 외의 수신인에게 공역케이블로 재송신하는 것도 본
조의 침해로 된다. 재방송에는 방송을 녹음․녹화에 의하여 고정하였다가 나중에 송신하
는 이시적 재방송도 있으나, 이에 관하여 방송사업자는 위 (1)항의 복제권에 의하여 규율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는 동시중계방송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38)
(3) 저작인접권자의 인격권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보호되는 것처럼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실연이
나 음반, 방송에 관하여 저작인격권이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저작권법 중에서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나라(예컨대 독일)도 있지만, 우
리나라 저작권법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
서 실연자 등이 자신의 실연행위 등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일반민법상의
인격권침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신학 저작권자의 물질적, 정신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
작인접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신학저작권 DB의 데이터요소를 선정하기에 앞
서 저작권 관리정보의 정의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나서 저작권정보집중관리시
스템의 정의와 유형에 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4 저작권정보 집중관리제도
3.4.1 저작권 관리정보
저작권 관리정보를 논의하기에 앞서 저작권 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작권 관리란 저작물,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도록 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고 로얄티를 회수하는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법률행위를 총
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물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금지하는 행위도 넓은
38) 김정술, 전게논문, p.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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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저작권 관리에 포함된다. 이러한 저작권 관리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2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첫째가 저작물 및 저작권에 대한 정보 파악과 관련한 것이며, 둘째
가 저작물 이용허락, 비용회수 등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한편 저작권은 사적인 권리로서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권 관리정보란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물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

는 저작물의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
보의 어느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
는 것을 말한다 고 한다. 즉 저작권 관리정보의 기본적인 구성 항목으로, i) 저작물 관련
정보, ii) 저작자 관련 정보, iii) 저작권자 관련 정보(인접권자 포함), iv) 이용 조건 관련
정보(이용방법, 이용료, 이용기간, 이용지역, 이용량 등), v)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나 부호, vi) 기타 정보로 파악할 수 있다. 저작권 관리정보는 그 이용 형태에 따라 크게
저작물 자체에 부과되어 유통되는 경우와 저작물과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 이용되
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도서에 부탁되어 있는 판권기가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 디지털 컨텐츠에 부착되어 저작권 정보를 식별하고 이를 통한 불법 복제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워터마크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9)

3.4.2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멀티미디어 환경이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저작물에 대한 신속, 용이한
이용허락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40)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조차 성숙하지 못한 저작권 환경하에서
는 멀티미디어 진전에 따른 신속한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은 대다수 국가에게 크나큰 당
면 과제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하나의 해결 과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저작권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디지털 도서관을 비롯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저작권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갈증은 더해갔고, 이러한 경
향은 마침내 정보화 지원사업 및 정보화 근로사업을 통한 정부 위주의 ‘멀티미디어 저작
권집중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란

39) 안계성, 조소연, 저작권 관리정보의 구성요소 및 형식, 서울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0, pp.
6-7
40) Garret, John R & Partrice A. Lyons. Toward an 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 ｢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4(8)｣, 1993, pp. 46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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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
는 데에 목적이 있는 시스템으로서, 저작물 이용자가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정보
를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얻기가 용이해져서 저작권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되었다.41) 각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또는 저작권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어 각종 저작권정
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인데, 구축되고 있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유형은 크게 2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컨텐츠의 식별, 저작권 정보 및 이용조건의 파악을 주요 목표
로 하는 시스템이며, 둘째, 이외에 저작권 이용허락, 이용통제, 비용회수 및 배포 등 거래
행위 지원을 목표로 하는 발전된 형태의 시스템이다. 일본 정부가 주축이 되어 구축 중인
J-CIS42)나 국내의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첫 번째 유형에 속하며, 미국
CCC의 CCC-Online43)이나 영국 CLA의 CLARCS44)가 후자에 해당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최적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먼저 저작권 관리정보의 데이터요소를 선정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저작권집중관리 단체의 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 데이터요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41) 조소연 외, 전게서, p. 73
42) J-CIS(Japan Copyright Information Service)는 일본 저작권국(JCO)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응
하기 위한 저작권, 인접권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국은 1995년부터 J-CIS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J-CIS의 목표는 모든 저작권, 실연, 음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43)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복사권 이용허락기관으로서 U.S.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저작권에 대한 헌법상의 목적(예술과 과학에서의 발전 및 창작)을 장
려하기 위하여 저작자, 출판자 및 이용자들에 의해 1978년에 설립되었다. CCC는 ｢CCC online｣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권리자가 각 저작물의 사용료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인터넷
을 통하여 이것을 검색,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44)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는 영국의 복사권 단체이며 국제복사권단체협회의 회원이다.
CLA는 책․저널․간행물로부터의 복사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이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저작자 이
용허락/징수협회와 출판 라이세싱 협회가 영국의 저작자 및 출판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
하기 위하여 1982년에 설립하였으며, 수수료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이다. CLA는 계속 교육, 6
년제, 독립대학 및 직업훈련대학으로 하여금 책, 저널 및 간행물을 복사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센스는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가지는 수업 중의 이용을 위해 다량 복
사를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물을 포함하는 수업교재를 제작하거나 CLARCS(CLA의
신속처리절차)에 의해 이용허락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복사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다.
CLARCS에 절차에 의해 행해진 복사는 출판자 각자가 설정한 비율에 의해 부과되고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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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DB의 데이터요소 분석

본 장에서는 각국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저작물 관리 현황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각
단체의 DB 데이터요소를 비교․분석하여 신학저작권 DB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요소를 설
정하고자 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학문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다원화된 학문인 신학저
작물의 데이터요소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실연권 등 다양한 분야
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4.1 국외 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
현재 기존의 집중관리가 저작권법의 기반과 마찬가지로, 디지털환경에서의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닌 아날로그형태의 정보에 대한 위탁관리수준에서 역할을 하여온바, 저작권법체계
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집중관리제도자체도 변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외 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데이터요소에
관해 고찰하였다.

4.1.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대두
저작권집중관리제도45)는 프랑스의 작곡가 Bourget가 1847년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앙바사대라는 Café를 상대로 상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그 의식이 싹트
기 시작했다.46) 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후 프랑스 작곡가 Ernest
Bourget, Victor Perizot, Paul Herion 및 음악출판업자 Colombier가 주축이 되어 1850년에
｢음악 작사자․작곡자 저작권 사용료 징수 중앙대리기구｣를 설립, 221명의 회원을 모집하
였다. 1851년 2월, 회원에 대한 최초의 분배가 있었다. 최초의 성공에 힘입어 발기인들은
｢음악 작사자․작곡자 출판자협회｣, 약칭 SACEM을 창설하였다. 1878년 SACEM은 외국
에 진출하여 사용료 징수를 개시하였다. 유럽의 저작권협회는 SACEM을 모델로 만들어
45) Collecting Societies, 집중관리단체, 저작권료 징수단체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위탁관리업, 집중관리업 또는 집중관
리단체라는 단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46) 柳馨晳, 전게논문, 2000,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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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이다.47)
SACEM이 결성된 이후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 사이에 이와 유사한 단체가 유럽의 거
의 모든 국가에서 설립되었으며 급속하게 각국으로 전파되어 각종 저작권집중관리기관이
설립․확대되어 갔다. 이렇듯 유럽에서 최초로 등장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은 어문저작
물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상 등 광범위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
생되었다.

4.1.2 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 DB의 데이터요소 분석
현재 국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 중 미국의 음악 연주권
관리단체인 ASCAP, 독일의 공연권 및 복제권 관리단체인 GEMA, 일본의 저작권정보서비
스센터(J-CIS), 교회 및 기독교 관련 저작권 단체인 CCLI와 Copycare, 영국의 박물관 협
회인 MDA 등 각 분야의 저작권관리시스템의 데이터요소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1)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ASCAP는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음악저작권 관리단체로서 1914년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 본부는 뉴욕시의 링컨광장 앞에 있고, 지방조직으로는 시카
고, 로스엔젤레스 등 주요 도시 12군데에 지부를 두고 있다.48)
ASCAP의 업무와 활동으로는 첫째, 공연의 표집연구조사에 근거하여 회원을 관리하는
데, 이 표집연구조사는 지역상업라디오 음악방송의 60,000시간, 지역상업 TV 음악방송의
30,000시간, 세 TV방송망(ABＣ, CBS, NBC)의 모든 공연에 대한 인구조사, 유선음악 서
비스와 비행기내, 서커스, 아이스스케이팅 쇼에서 하는 공연의 표집으로 구성된다.49) 둘째,
수수료를 징수하고 미국 및 국외에서 행해지는 공연에 대한 사용료를 분배한다. 수수료는
방송이용허락과 일반이용허락으로 나뉘는데, 일반이용허락은 방송사업자 이외의 모든 피
이용 허락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사용료는 총수익 중에서 ASCAP의 총비용을 제
외하고, 국외 단체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출판자회원과 저작자회원에게 균등하
게 분배한다. 셋째, 세계 각국의 공연권단체와 상호계약을 맺어, 외국단체 회원들의 저작
물을 미국에서 공연하는데 대한 이용허락을 사용료 징수를 하고, 국외에서 행해지는
ASCAP회원들의 저작물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과 사용료를 징수한다.50) 넷째, 여러 가지
47) 日本 有斐閣, 저작권판례백선, p. 212

4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용어해설, 1988, pp. 161-162
49) 최연희, “미국음악저작권협회-ASCAP, 계간저작권, 1991(여름호),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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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과 워크샵을 통해 창작활동을 고무시킨다. 시상식은 각각 음악저작자와 출판사, 학
생, 법학도, 오케스트라, 저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그 중 음악 산업에 기여
한 자에 수여되는 가장 명예스러운 Pied Piper Award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한다. ASCAP Hit Song, The ASCAP Survey and Your
Royalties, List of Members, ASCAP in Action, ASCAP Biographical Dictionary 등이 있
는데 ASCAP Biographical Dictionary만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이다.
ASCAP는 원저작물에 대한 등록양식을 기반으로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저
작물의 PA 등록양식은 다음 <그림 1>과 같다.51)

50)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단체인 KOMCA와는 1990년 5월 30일에 상호관리계약을 체
결하여 서로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51) http://www.copyright.gov/forms/formpa.pdf, 200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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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SCAP 원저작물 PA 등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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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AP PA 등록양식에 나타난 데이터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의 가장 큰 정보항목을 기본데이터요소로 하고, 그 이하의 정보들을 하위데이터요소로
처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ASCAP PA 등록양식의 데이터요소는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ASCAP PA 등록양식의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등록번호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등록유휴일
검토자
점검자
일치여부
분류(대/중/소)
제명

해당저작물 제명
종전․대용․제명
생몰일
직무상의 저작물 여부

저작자

저작자명

국적 혹은 거주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기
여분(익명/필명 여부)
저작성의 특성

창작과 발행

창작년
해당저작물의 최초 발행국가와 날
짜
저작권 청구자
저작권 이전자

청구자

이름과 주소
이름과 주소
저작권 소유방법

수령된 신청서
수령된 기탁물
수령된 기금
등록 사유 표기

예전등록

예전등록여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

기존자료

예전 등록번호
등록날짜

납본계좌

해당 저작물에 첨부된 자료
이름
납본계좌번호

자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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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지역번호,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저작자

증명

서명인 확인

배타적인 권리의 소유자
기타 저작권 청구자
인가기관

서명인 이름
증명반환주소

이름
주소

ASCAP의 PA등록 양식에 나타난 주요 데이터요소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52)
① 등록번호(고유번호, Identifier)
어떠한 주어진 네임스페이스내에 할당된 저작물에 대한 유일한 기호, 명칭으로 고유번
호나 일련번호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 표준 도서번호인 ISBN, 국제 표준 음악
번호인 ISMN, 국제 표준 연속간행물번호인 ISSN, 유럽 논문번호인 EAN13, 디지털 객체
식별자인 DOI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ISBN : ISBN 89-00-36224-8, - EAN-13 : 9788474339796
- DOI : 10.1006/jmbi.1998.2354
② 등록유휴일
저작권 등록은 해당 용지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기재한 양식을 받았을 때부터 유효
하다. 등록양식을 처리하고, 등록 증명서를 통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는 무관하다.53)
③ 제명(제목, title)
저작물의 알려진 이름으로 해당 저작물의 제명이다. 보통 문헌에 나타나는 단어 또는
어귀로써 문헌을 참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해당 문헌을 식별하거나 다른 문헌과 구분
할 때 사용된다. 복제물이나 음반상에 나타난 정확한 명칭을 기재한다. 등록을 하기 위한
해당 저작물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특징을 약술한다. 예를 들면 ‘음악, 노래가사, 가사와 음
악, 뮤지컬, 연주, 무용, 영화, 시청각 저작물’등과 같다.
- 제목, 타이틀, 표제, - 본제, 부제
- 대등표제, 잡제
52) ASCAP, Form PA, http://www.copyright.gov/forms/formpai.pdf, 2002. 09. 20
53) Copyright Registration for Sound Recording, http://www.loc.gov/copyright, 2002.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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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MA(독일음악저작권협회)
관리단체에 의해 저작권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1777년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
었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 음악 분야의 관리단체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1903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그 당시 가장 먼저 작곡가와 음악출판업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공동으로 관리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작곡가 Richard Strauß의 영향이 컸다. 1903
년 그의 주창으로 AFMA(음악공연권협회: Anstalt fur musikalishces Auffuhrungsrecht)가
GET(독일 작곡가조합: Genossenschaft deutscher Tonsetzer)의 일부로 만들어졌으며, 1915
년에는

alte

GEMA(구

Auffuhrungsrechte

GEMA,

eGmbH)가

Genossenshcft

zur

Verwertung

musikalischer

설립되었다. 이것이 현재의 GEMA(Gesellschaft

fur

musikalische Auffuhrungs und mechanische Vervielfaltigungsrechte)의 출발점이다. 그리하
여 Richard Strauß는 오늘날까지 GEMA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다.54) 1903년에는 이
GEMA와 다른 단체들이 합쳐져 음악보호단체가 만들어졌으며, 이 조직은 1933년 법률의
규정에 의해 STAGMA(음악저작권의 관리를 위한 국가인가 단체: Staatlich genehmigte
Gesellschaft Verwertung musikalischer Urheberrechte)로 변신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1909년 기술적 복제권 관리를 위해 베를린에 존재하던 독일 음악 출판업자협회가 프랑스
자매기구와

함께

베를린에

AMMRE(기술적-음악권리를

위한

협회;

Anstalt

für

mechanisch-musikalische Rechte GmbH)를 설립하였고, 이는 1938년에 STAGMA에 합병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STAGMA는 연합국관리위원회에 의해 Gesellscaft für Auffrungs
und mechainshe Vervieelfaltigungsrechte r. V.(GEMA)로 그 명칭이 바뀌어 오늘날의
GEMA가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이 GEMA는 STAGMA에서 단순히 명칭만 바뀌었을 뿐
조직의 법적 구조 등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STAGMA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
었다. 현재 독일에는 9개의 관리단체가 있는데 그 중 GEMA는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
미를 가지며,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관리단체이다.55) GEMA는 원저작물에 대한 전
자 등록양식을 기반으로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원저작물 등록양식을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56)

54) 정선주, 독일의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GEMA, 계간 저작권, 1999(46호), p. 14-28
55) 구동독의 유일한 음악저작권 관리단체였던 AWA는 동독의 통일과 함께 해체되었고, GEMA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1996년 7월 3일자 Financial Times는 GEMA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관리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56) http://www.gema.de/media/eng/anmeldung_engl.pdf, 2002.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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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EMA 원저작물 등록양식

원저작물의 등록양식에 나타난 데이터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2>를 기준으로 왼
쪽 부분의 가장 큰 정보 항목을 기본데이터요소로 하고 그 이하의 정보들을 하위데이터
요소로 처리하여 나타내 보면 다음 <표 2>과 같다.

신학저작권 집중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 175

<표 2> GEMA 원저작물 등록양식의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GEMA DB 파일번호
저작물 제명

고유제명
음악유형

음악유형

작품번호
주조음

연주시간

분, 초

멜로디, 주제, 가사부분
(다른 저작물을 사용한 부분)

원제명
작곡가/저작자
이름

작곡가

지분율
GEMA 파일번호

편곡자
(원저작물이 더 이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기악편성법

이름
지분율
GEMA 파일번호
개별 기악성부의 수
연주자 수
이름
지분율

작사자

GEMA 파일번호
이름(타언어로 작사되었을 경우)
언어(타언어로 작사되었을 경우)
제목(타언어로 작사되었을 경우)
이름, 회사명
출판합의일
인쇄일

출판업자

지분율
GEMA 파일번호
출판계약내 예외사항
(합의기간,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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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편곡자

인쇄본으로 편곡된 합주
편곡인쇄발행인
GEMA 파일번호

부제
Phonograms(videograms)

제명(당해 저작물의 각 부분별 제명)

진술
서명
분류(대/중/소)
수취
GEMA 주기

거래증명번호
등록

GEMA 등록양식에는 각 데이터요소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ASCAP와 상이한 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57)
① 음악유형
저작물을 가장 근접하게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용어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교회음
악, 주악, 찬송가, 복음성가, 미사, 오르가눔, 칸타타, 성악, 기악, 피아노곡, 오라트리오, 독
창곡, 합창곡, 오페라, 뮤지컬 등을 들 수 있다.
② 주조음
이것은 음계의 첫음과 일치한다. 예컨대 다장조의 경우는, 다조 장음계의 첫음, 즉 다음
이 으뜸음이 된다. 이 용어는 라모의 《화성이론》(1722)에서 유래되어, 음계의 다섯째 음
(딸림음)과 넷째 음(버금딸림음)에 대하여 중심적인 기능을 지니며 으뜸음으로 향하는 진
행은 일반적으로 안정이나 긴장의 이완으로서 작용한다. 또 으뜸음 위의 3화음을 으뜸화
음이라 부르며, 조성음악은 으뜸화음을 갖고 마침한다. 선법음악에서는 마침음(피날리스)
이 으뜸음과 닮은 기능을 하지만 조성음악의 으뜸음만큼 그 지배력은 강하지 않다. 으뜸
음이 전혀 없는 음악은 조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12음 음악을 포함한 무적음악이 그
예이다.
③ 기악편성법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중 악기군(현악기군, 관악기군, 타악기군 등)에 따라 오케스트라
57) GEMA, http://www.gema.de/eng/service/einfor.html, 2002.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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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성을 다르게 한다. 악기별로 악기들의 음빛깔, 연주기술, 성능 등을 고려하여 연주시
편성한다.
3) J-CIS(Japan Copyright Information Service)
일본 저작권국(JCO)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인접권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문화청의 자문위원회인 저작권위원회는 1993년 J-CIS의 구
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국은 1995년부터 J-CIS의 구축을 추진하였다. J-CIS
의 목표는 모든 저작권, 실연, 음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에 대한 거래비용이 최소화될 것이
다. J-CIS의 시스템 작업 흐름을 그림으로 보면 <그림 3>과 같다.
제 1 단계
(저작권 정보의 제공)

개념화
(1993-1995)

→

제 2 단계
(온라인 계약 시스템의 구현)

발전
(1996-1997)

→

검토
(1998-)

⇒

온라인계약
시스템의
구현

․ 모델 데이터베이스 작성(1997)
․ 데이터입력 시스템 개발(1997)

<그림 3> J-CIS 시스템 작업 흐름

<그림 3>과 같이 J-CIS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1단계는 저작물 및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2단계는 온라인 계약과 결재를 성사시키는 것이다.58)
J-CIS의 중요한 역할은 권리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베이스 전체로서 이용자
가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집한 권리정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저작물 정보(저작물명, 저작물의 간단한 형태, 식별코드의 존부), 저작권 정보(저작자의 이
름과 연락처, 현재 권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보(현재 인접권자의 이
름과 연락처), 공표유통매체 정보(저작물이 공표된 매체명과 종류, 공표일), 저작물 이용조
건에 관한 정보(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각 이용방법에 따른 저작물 사용료, 이용허락에
필요한 연락처), 보호기간에 관한 정보(보호기간), 저작물에 대한 접근(저작물의 일부 혹은
전부를 획득하는 방법, 저작물의 원본 혹은 사본을 구하는 방법) 이 선택되었다.59)
58) 澤西三貴子,
호), p. 75

일본 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J-CIS)의 발전 방향,

신창환 역, 계간저작권, 1999(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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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정보에 나타난 데이터요소를 중심으로 큰 정
보항목을 기본데이터요소로 하고, 그 이하의 정보들을 하위데이터요소로 처리하여 나타낸
것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J-CIS 등록양식의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제목

저작물 정보

저작물의 개요
식별코드

저작권 정보
저작인접권의 정보

저작의 이름 및 연락처
현 저작권자의 이름 및 주소
현재 저작인접권자의 이름 및 주소
발행 및 공표된 저작물 이름

전달매체의 정보

타입
공표일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의 형태

저작물 이용 조건에 대한 정보

이용 형태별 로얄티
협상을 위한 연락처

보호기간 정보
저작물의 참조 및 접근 정보

보호기간
저작물의 전부 또는 부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저작물을 참조하거나 접근하는 방법

4) CCLI와 Copycare
크리스천 음악 저작권 단체는 그리 오래 전부터 시작되지는 않았다. 국제적으로 활동하
고 있는 크리스천 음악 저작권 단체는 크게 두 군데 정도이며, 하나는CCLI(www.ccli.com)
라는 단체이고, 또 하나는 Copycare(www.Copycare.com)라는 단체이다.60) CCLI는
‘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의 이니셜이고, Copycare는 말 그대로 저작권

59) 澤西三貴子, 신창환 역, 전게논문, p. 77
60) CCLI, http://www.ccli.com/Visitors/About.cfm, 2002. 10. 16
CCLI는 ‘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개교회 저작권관리회사)’의 이니셜이고, CCLI
는 비영리 분야, 특히 교회를 대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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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CCLI는 비영리 분야, 특히 교회를 대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Copycare는 음반사나 출판사 등 영리 분야의 크리스천 음악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61)
CCLI나 Copycare 두 기관의 설립 목적은 현재 거의 모든 교회나 일반 선교단체, 비영
리 연주단체 (영리단체인 음반회사나 출판회사는 CCLI와 Copycare 라이센스 부여와는 전
혀 상관없는 사항임)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대로 불려지고 있는 수십만곡의 경배 찬
양곡이나 찬송가등을 회중용으로 사용할 경배 찬양곡집 편집이나 필요악보의 복사사용시
(성가대용이 전혀 아님-성가대 연주용 악보는 현재와 같이 정식 저작권표시가 된 악보를
직접 구입하거나, 필요시 저작권자에게 직접 일일이 허락을 받아 사용해야 함) 또는 회중
찬양용 OHP 제작, 교회 홍보, 선교용 제한적인 수량의 비디오나 카세트 제작시(상품성
있는 영업성 제작은 전혀 CCLI와 Copycare와 관계없음) 이에 대한 각 저작권 정보를 갖
고 있는 CCLI의 정식 라이센스를 통해 회중용 악보나 가사사용을 합법화, 공식화, 편리
화, 창구의 단일화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CCLI와 Copycare는 성가대용 악보
가 아닌 회중용 악보 사용의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CCLI나 Copycare 모두 전 세계에 걸쳐서 교회, 혹은 음악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 이
용허락 프로그램인 라이세싱 프로그램을 적용, 크리스천 음악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분배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 크리스천 음악시장과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저작권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현재 국내 지사들을 설립해 놓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시
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곧 한국교회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
지게 된다. 이 두기관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음악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① 찬양집 제작 및 판매(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도 포함), ② OHP나 프로젝터에 의한
광학적 투사(가사, 악보 모두 적용), ③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음반 제작, ④ 예배나 공연
등 실연되고 있는 분야의 공연권 등을 징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세분화되고 강화
될 전망이다.
CCLI와 Copycare는 교회 및 종교관련 저작물을 등록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ASCAP나 GEMA, BMI, J-CIS 등과 같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교회
및 기독교 관련 저작물들만을 보다 원활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두기관 모두 별도의 저작물 등록양식은 없지만, CCLI는 교회 저작권등록양식서를,
Copycare는 간단한 음악 및 음악사진 복사신청 양식서을 가지고 있다. 이 양식서를 기반
으로 교회 및 기독교 관련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한 데이터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CCLI의 교회 저작권등록양식서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 <그림 4>과 같다.62)
61) 주간 기독교, http://www.cnews.or.kr/1428/contents/changjo/changjo1428-3.htm, 2002.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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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etails

License Size

Your First Name:*
Your Last Name:*

Your Position:
Your Phone:*(please include area code):

Your Email:*

Please select your "license size"
and the corresponding total fee:*
SongSelect Lyric Service
Would you also like to order the
SongSelect Lyric Service for $39.00? *
Find out more about the Lyric Service.
Yes, please include the Lyric Service.
No, do not include the Lyric Service.
Lyric Service Email Address
Please enter an email address for Lyric
Service communications such as issuing
login information and password reminders.

Lyric Service Email:
Re-Enter Lyric Service Email:
Lyric Service Terms Of Agreement
I have read and agree to the Terms
of Agreement

Church / Organization Details
Church / Organization:*
Church Web Site Address:
Church Email:
Denomination:*

Web site
What encouraged you to
purchase a license on the CCLI
web site? *
Information on the CCLI web site.
CCLI mailer.
Magazine.

Pastor:*
Pastor Email:
Church Phone:*(please include area code):
Church Fax:(please include area code):

Church Address
Address 1:*
Address 2:
City:*
State:*
Zip Code:*
Country:*
Address 1:
Address 2:
City:
State:

62) CCLI, http://www.ccli.com/visitors/licenseApp.cfm, 200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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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 Code:

<그림 4> CCLI의 교회 저작권등록양식

CCLI의 교회 저작권등록양식서에 나타나 있는 정보항목을 분석하여 기본데이터요소와
하위데이터요소를 아래의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CCLI의 교회 저작권등록양식의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성명

저작자 정보

직분
e-mail, Fax, 전화번호
연락처
교회명
교회 Web Site 주소

저작권자(교회/기관) 정보

e-mail, Fax, 전화번호
연락처
목사명
e-mail, 전화번호

국가명

Copycare의 음악 및 음악사진 복사신청양식서는 아래의 <그림 5>, <그림 6>과 같
다.63)

63) Copycare, http://www.Copycare.com/cmdirect, 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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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Music Direct Sheet Music Application
Name:
Address:
Daytime Telephone:
Date of application:

Sheet Music Title(s)

SongCode

Composer / Publisher

TOTAL PRICE
(minimum order £4.50)

Credit/Debit Card No.:
Issue No(Switch):
Expiry date:

<그림 5> Copycare의 음악저작물 복사신청양식
Christian Music Direct Photocopying Application
Name:
Address:
Daytime Telephone:
Date of applicatio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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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Music
Title(s)

Composer /
Publisher

No. of
pages

No. of
copies

Sub
Total

x

x 20p

x

x 20p

x

x 20p

x

x 20p

x

x 20p
Administration Fee:

£5.00

Total Photocopying Music:
Credit/Debit Card No.:
Issue No(Switch):
Expiry date:

<그림 6> Copycare의 음악사진저작물 복사신청양식

Copycare의 음악 및 음악사진 복사신청양식에 나타나 있는 정보항목을 분석하여 기본
데이터요소와 하위데이터요소를 아래의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 Copycare의 음악 및 음악사진저작물 복사신청양식서의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성명

신청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
신청일시
저작물명

저작물 정보

작품번호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출판기 관

출판사

가 격
신용카 드

신용카드 번호, 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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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의 박물관협회64)
MDA(Museum Documentation Association, 이하 MDA)는 1977년 다수 국가 박물관의
새로운 기구 창설의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초기 시스템은 MDS(Museum
Document System, 이하 MDS라 칭한다)라 불리는 박물관 도큐멘테이션 시스템이다.
MDS는 제작진 정보, 협력사항 정보, 소유권 정보, 가치정보, 저작권 정보, 전시정보 등 7
개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기술되는 모든 데이터에는 기록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확인자
및 확인일자)하도록 장치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 상호간의 상호참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
되었다. 현재 MDA가 제정한 MDS는 영국과 유럽일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규
모 박물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먼저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인 신학저작물 중 건
축, 역사, 유적, 박물관자료 처리를 위한 기본데이터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MDS에서 모든
박물관 및 고대 유적지, 역사, 건축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데이터요소 및 하위
데이터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MDA는 원 저작물에 대한 목록 양식서를 기반으
로 박물관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다. 원 저작물 목록 양식서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 <그림
7>과 같다.65)

Simple abject name

Number of items

Other object name

Identity nubmer

Classification

Title
Brief summary

Serial number

Maker/creator

Date made

Where made

Method

Associated people

Date associated

Associated place
How acquired
Entry form number

Acquired form
Home location

Physical description

Date acquired
C u r r e n t
location

MDA SIMPLE CARD

Size(1 : b : h)

Complete Y/N/?

Condition

Conservation method

By whom conserved

Date conserved

Notes cross references, etc

Drawing or Photo

<그림 7> MDA Simple Catalogue Card

64) MDA, http://www.mda.org.uk, 2002.10.15
65) MDA, http://www.mda.org.uk/mansys.htm#Simple, 2002. 10. 10

Ref.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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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록 및 객체 등록양식에서 나타난 정보항목들을 분석하여 보면, MDA는 모든 박
물관 및 고대유적지, 역사, 건축저작물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28개 항목
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 영국 MDA의 기본 데이터요소
구분

데이터요소
등록번호
입수방법
주기
입수일
기록관리자명
대상물명 및 기능
표본의 수
치수
가격
입수장소
재료 및 기술
생산일
상태

기
본
데이터요소

공급자
대상물의 묘사
예술가명
제작에 관계한 기관이나 인명
기록부서에 있는 대상물의 번호
한 장소에서 발생한 다른 대상물의 소장장소와 등록번호
분묘의 수
고고학적 시대
생산장소
보존
표본
연령과 성별
사용장소
사용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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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 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단체의 DB
데이터요소를 비교․분석하여 신학저작권 DB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요소를 설정
하고자 하였다.

4.2.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대두와 기능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척박하였던 우리나라에서 저작
권위탁관리가 그나마 형식상으로 존재했던 것은 어문저작물 분야가 아닌 음악저작물 분
야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였다. 1964년 설립된 이 단체는 초기에는 그 활동이
매우 미미하였으나 1988년부터 저작권집중관리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순수,
대중, 국악, 종교, 동요 등 음악분야 저작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2,600명의 회원
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31개국의 40여개 음악저작권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음악저작물의 국내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국내음악저작물 이용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어문저작물 분야의 저작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한국문예
학술저작권협회’가 있다. 이 단체는 1984년 문인과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1989년 어문저작물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저작권집중관리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재는
26개 단체회원과 900여 개인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저작권 및 이의 보호에 대한 저자들의
인식이 날로 확산되면서 동 기구의 기능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가입회원의 수도
늘어가고 있다. 방송 드라마와 관련된 단체로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있는데 이 단체는
1988년 방송작가들의 저작권집중관리 등 제반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6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위 저작권 단체 이외에 저작인접권집중관리단체로 ‘한국영상음반협회’ 및 ‘한국예술실연
자단체연합회’가 있으며 이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들이 모여 1993년 7월
21일, ‘한국저작권단체협의회’를 구성하였다.66)
한편, 종교관련 저작물집중관리를 위해 ‘선민음악’, ‘한국크리스천 문서선교재단’이 있지
만, 그 활동은 현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향후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상호
협조하여 교회 및 기독교 관련 저작물에 대해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신학저작물의 국
66) 김성옥, “한국의 저작권위탁관리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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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용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정부 주도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등록
및 검색시스템이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은 보다 강력한 권한으로
모든 저작물(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물의 종류)에 대한 저작권권리정보를 이용하여 저작
물 및 저작권자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계속적으로 시스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저작물별로 5개 단체에
불과하며, 신학, 미술, 사진, 멀티미디어저작물 등 기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탁관리가 제
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기존의 5개 신탁관리단체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제외
하면 가입회원의 미비 등으로 신탁관리의 본래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유명무실하게 운영
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저작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목록관리 또는
간단한 검색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 확인을 목적으로 단순하
게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가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형편이다.67)

4.2.2 저작권정보집중관리시스템 DB의 데이터요소 분석
신학저작권 DB 데이터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
단체의 저작자 및 저작물 등록양식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살펴보았다.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6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저심위)는 개정 저작권법 제81조에 근거하여 1987년 7월 1
일에 설치한 최초의 정부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저작권
법 제81조). 동 위원회는 저작권분쟁에 관한 조정기능 이외에 학교교육 목적으로 저작물
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저작
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밖에도 저작권 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주관하며, 저작권 관련 자료의 발간업무를 수행한다(저
작권법 제82조). 그리고 동위원회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기증 등의 심의 및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하는 외에, 저작권제도 발전을
67) 조소연 외, 전게서, pp. 41-42
6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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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사, 연구사업,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정보자료센타로서
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 저작권관련 자료 발간 및 배포 사업,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
된 사업을 하고 있다(저심위 운영규칙 제3조). 이와 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조직한 동 위
원회는 사실상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의뢰받아 심의하고 조정하여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69)
저심의 DB 구축범위는 저작권법상의 유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연극
저작물과 도형저작물은 그 속에 무용, 무언극, 지도, 도표 등의 다양한 형태의 하위 유형
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하위 유형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보 기본데이터요소
는 구축범위에서 제외하였다.70)
저심위는 저작권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 관리정보 DB를 확충함으로써 저작물
이용 편의 및 이용 활성화, 저작자 권리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현재로서
는 저작권 등록양식을 매뉴얼로 처리하고 있지만, 등록을 통해 얻은 정보는 대부분의 저
작물 관련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향후 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저작권 관리정보를 DB화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작권 데이터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저심위의 저작권 등록양식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등록 양식 가운데 저작권 등록신청서와 출판권 설정/양도․질권설
정 등 등록신청서, 저작물 명세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각각의 등록양식은 다음 <표
7>에서 <표 10>과 같다.71)

69) “윤선영,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 85
70) 김현철,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 시범 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보고”, 계간 저작권, Vol. 12, no.
4(1999), p.65
7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copyright.or.kr, 200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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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저심위 저작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저작권등록신청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이메일주소
⑦저작자와의 관계

신
청
인

(한글)

(한자)

(영문)
③ 국 적
⑥ 전화번호

저
⑧제 호
작
⑨종 류
⑩ 형태 및 수량
물
⑪ 등록의 내용
⑫ 등록의 원인 (발생일)
⑬ 전등록번호/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심위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저작물 명세서 1부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

수수료

부

3． 등록세 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표 8> 저심위 저작물 명세서
저 작 물명 세 서
① 제 호
② 종 류
저
작
물

③ 형태 및 수량
④ 창작연월일
⑤ 제 호
원저작물

⑥ 저작자

⑦ 맨 처음 공표된 국가
⑧ 맨 처음 공표된 연월일
공
표

⑨ 맨 처음 공표 후 30일
이내에 공표된 국가
⑩ 공표 매체 정보

저
작
자

⑪ 맨 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 이름
⑫ 국 적

⑬저작물의 내용(외국어 저작물의 경우는 한글로, 200자 원고지 2페이지 내외)

3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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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저심위 실연 명세서
실 연명 세 서

실 연

① 제 호

② 종 류

③ 실연이 행하여진 날

④ 장 소

⑤ 실연의 구성원

실연자
(법인)

명

⑥ 실연물의 크기

⑦ 성명 또는 명칭(대표자)

⑧ 실연시 사용한 이름

⑨(실연자, 법인)의 국적

⑩ 법인의 설립 근거

⑪ 주소(소재지)
⑫ (독창자 독주자) 성 명

⑬ 국 적

⑭레이블의 명칭
음반에
고정된
실 연

방송에
의하여
송신된
실 연

⑮음이 맨 처음 고정된 날

음이 맨 처음 고정된 국가

음반제작자 성명 또는 명칭

국 적

방송프로그램의 제 명

실연이 송신된 날

방송사업자 성명 또는 명칭

국 적

방송설비의 소재지

실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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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저심위 출판권 설정/양도․질권설정 등록신청서
출판 권
①성명
등
록
권
리
자
신
청
인

등
록
의
무
자

설

정

양도 질권설정 등
(한글)

처리기간

등록 신청서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4일

(영문)

③국적

④주소
⑤ 이메일 주소
⑦성명

⑥ 전화번호
(한글)
(영문)

(한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국적

⑩주소
⑪ 이메일주소

⑫ 전화번호

⑬제 호
저
작
물

⑮형
태
및
수량

⑭종 류

등록의 내용
등록의 원인 (발생일)
전등록번호/등록연월일
저작권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권의 설정, 출판권의 양도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
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등록권리자)
신청인(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저심위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저작물 명세서 1부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각본 및 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 매체 1부
3． 등록세 영수증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출판권설정등록
: 30,000원
출판권양도 질권
설정등 등록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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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등록양식의 데이터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표 7>, <표 8>, <표 9>, <표 10>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표 11>, <표 12>, <표 13>, <표 14>으로 나타냈다. 등록양식에
서 가장 큰 정보항목을 기본데이터요소, 그 다음 칸에 번호로 정렬된 정보는 하위데이터
요소로 처리하였다.
<표 11> 저심위 저작권 등록신청서의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신청인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저작자와의 관계
제호

저작물

종류
형태 및 수량
등록의 내용

등 록

등록의 원인
전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

<표 12> 저심위 저작물 명세서의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제호
종류

저작물

형태 및 수량
창작년월일
원저작물(제호, 저작자)
맨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

맨처음 공표된 년월일
맨처음 공표후 30일이내 공표된 국가

저작자
저작물 내용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저작자명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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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저심위 실연 명세서의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제호
종류

실연물

실연이 행해진날
장소
실연물의 크기
성명, 명칭, 단체명, 회사명
실연의 구성원
실연자시 사용한 이름

실연자

주소
국적
독창자, 독주자, 연주자의 성명

음반제작자
발송사업자
공표

성명, 국적
제명
성명, 명칭
맨처음 실연된 날짜, 국가

<표 14> 저심위 출판권 설정/양도․질권설정 등록 신청서의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성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등록권리자

국적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등록의무자

국적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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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저작물

종류
형태 및 수량
등록의 내용

등록

등록의 원인(발생일)
전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정보 항목은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한 항목일 것, 둘째, 저작물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항목일 것, 셋째, 저작권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목일 것의 3가지 기
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정보 항목 부분이 크게 i) 저작물 창작부
문, ii) 저작물 공표 부문, iii) 저작자 부문, iv) 저작권 부문으로 결정되었다. 세부항목은
다음 <표 15>과 같다.
<표 15> 저심위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세부항목
분류

항목

저작물 창작 부문

저작물명(본명/부제), 고유번호, 저작물의 분류(대․중․소), 창작년도, 원
저작물 정보(원저작물의 제목, 저자, 출판사), 사용언어, 저작물의 크기,
저작물의 샘플

저작물 공표부문

공표형태, 공표연도, 맨처음 공표한 국가

저작자 부문

본명(한글, 한자), 예명, 출생,/사망년도, 국적, 초상, 프로필

저작권 부문

저작권자의 성명, 저작권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팩스), 보유
권리, 저작자와의 관계, 질권설정 정보(질권의 목적인 권리, 채권액, 존속
기간, 이자 및 위약금, 채무자, 채권자, 계약연월일), 처분 제한 정보(제한
되는 권리, 처분 제한의 종류, 원인, 신청인, 내용), 출판권 정보(출판권의
범위, 대가 및 지급 방법, 존속기간, 출판권자, 계약연월일, 위탁관리업자
정보(단체명, 종류, 관리하는 관리의 종류, 연락처),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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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등록양식 데이터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저심위 정보검색시스템의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제명

본제, 부제

시스템번호

등록번호, 고유번호

창작년도
공표형태
공표년도
공표국가
음반명
가사/설명
실연가수
실연길이
제작자
분류(대/중/소)

장르
본명(한글/한자/영문)
주민등록번호

저작자명

출생/사망년도
국적
소개
사진

저작구분

작사, 작곡, 편곡, 역사

비고
보유권리
권리자명

저작자
관계
업자명
단체종류

위탁관리업자

관리권리
주소
전화/Fax
소개

질권/처분제한/출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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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정보 항목들을 각 저작물 유형에 따라 그 특성을 반영하
고 세부 항목들로 구체화하여, 어문저작물에 대한 정보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저심위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보 구성요소
저작권 정보

저작물

저작물
정 보

제목

제명

창작년도

․

분류

종류

원저작물정보

․

수량 및 크기

수량

비고
본제, 부제 등

번역, 각색 등

사용 언어

공표정보

맛보기

저작자
정 보

등록정보

저작자

저작권자

권리
정보

권리변동

공표매체

형태

공표 년도

맨처음 공표된 연월일

최초 공표국가

맨처음 발행된 국가명

* 동시 발행 포함

사진

․

자켓, 표지 등

개요

저작물의 내용

초록, 요약

생명

이름

본명, 예명 등

생존여부

․

예:1950∼

국적

국적

초상

․

사진, 캐리커처 등

소개

․

이력 등

성명

등록권리자

연락처

주소

지분

․

저작자와 관계

등록의무자, 등록의 원인

권리 취득일

등록의 원인(발생일)

출판권

발행포함

주소,전화번호, URL

본인, 상속인, 양수인

설정자

등록의무자

* 출판권의 예

출판권자

등록권리자

* 변경 등록

대가 및 지
․
급방법
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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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위탁
관리업자

이용조건

․

단체명

․

단체의 종류

․

권리의 종류

․

연락처

․

이용방법

․

이용조건

․

신탁관리, 대리․중개

주소,전화번호, URL

요율, 금액 등

저심위가 주최가 되어 1998년 9월에 개발을 착수한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은 1999년 10월 시범 개통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범위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등 저
작권법상의 유형(제4조 및 제61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였
으며, 단 연극, 도형, 건축, 방송저작물은 사업 구축 범위 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시스
템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위주가 되어 저작물별로 개별적으로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정부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구축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활동이 미비한 국내 실정에서
본 시스템의 구축 경험은 개별적인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독려하고 나아가 추
가적인 기술 개발을 낳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72)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73)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 업무는 저작권법 제6장의 저작권 신탁
관리업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는 KOMCA)가 담당하고 있
다. 오늘의 우리 음악 저작권 문제의 실태를 놓고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때 현실적으
로 KOMCA의 연혁을 살펴보지 않고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개요를 정리하
여 본다. KOMCA는 그 설립목적과 사업을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옹호와 작품관리를 하며
저작물의 사용승인을 원활히 하여 음악문화발전을 기한다는 데 두고 있다. 그 설립에 있
어서는 1964년 6월 19일자로 당시 문교부 편수국, 발행과로부터 설립인가 제1732호로 설
립이 인정되었다. 이는 1957년 1월 28일 공표된 저작권법에 설립근거는 없었으나 끈질긴
몇몇 사람의 필요성 역설과 저작권법 관련단체가 없었던데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74)
72) 조소연 외, 전게서, p. 73
7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copyright.or.kr/regroup/music.htm, 2002. 10. 25
74) 황문평, 음악저작권의 어제와 오늘, 계간 저작권, 1989(봄호),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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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CA의 정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75)
첫째,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무,
둘째,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이와 관련된 문헌자료의 수집과 출판,
셋째, 음악저작물에 관한 국제저작권기구 및 외국저작권 단체와 유대 및 저작권의 상호
보호,
넷째, 특별한 위탁 저작권에 대한 신탁업무,
다섯째,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저작물의 신탁관리업무로서 위 협회는 저작권자로부터 음
악 저작물을 위탁받아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이를 관리한다.76) 음악저작권자의 공연․방
송권 및 복제권을 관리하며,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분배한다.77)
KOMCA는 국내 저작물뿐만 아니라 외국 저작물의 국내에서 공연․방송에 대하여서도
외국의 집중관리단체인 ASCAP, BMI, CASH, GEMA, PRS, SACEM 등과 ‘상호관리계약’
을 체결하여 상호 신탁관리해 주고 있다. 이렇듯 KOMCA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의
집중관리뿐만 아니라 방송권의 집중관리도 담당하고 있다.78)
KOMCA에서는 작품등록 양식서를 3부 복사하여 1매는 음악출판자 구별을 위해 보관
하며, 1매는 당협회의 접수인과 접수번호를 날인해서 음악출판자에게 송부하고 마지막 1
매는 색인용 작품카드로 당 협회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KOMCA의 작품등록 신청서는 다음 <표 18>과 같다.79)

75)
76)
77)
78)

KOMCA, http//www.komca.or.kr/html/1-2.htm, 2002. 10. 22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저작권자가 체결하는 저작권신탁계약 약관 제4조
KOMCA, http://www.komca.or.kr/html/3-3.htm, 2002. 10. 22
박문양, Multimedia 시대에 한국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발전방향: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효율
성에 관한 세미나, 세종문화회관, 1997, p. 44
79) KOMCA, http://www.komca.or.kr/html/2-1-3.htm, 2002. 10. 22

신학저작권 집중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 199

<표 18> KOMCA 작품등록 신청서

음악출판사용 작품신고서
작품명 :
접수번호 :
저
작
자
음
악
출
판
사

작사

작곡

시간

역보

편곡

공표

분
초
년
월
발 매 일
제작사명
제작번호

공표 출판, 음반, 방송
방법 공연, 기타( )

작사
작곡
최
역사
초
편곡
보작
의
계
사) 년 월 일
음
양도
약
가수,연주자
반
지역
곡) 년 월 일
일
양도 (작사)
년 월 일 ~
년 월 일 매
년자동갱신 / 저작권존속기간
기간 (작곡)
년 월 일 ~
년 월 일 매
년자동갱신 / 저작권존속기간
출판사 국내 : 공연, 방송권, 복제권( 4/12, 6/12, 12/12 )
지 분 국외 : 공연, 방송권 (4/12, 6/12, 12/12 )
최초출판년도
년 by

비
고
악곡

가사

※ 악곡 및 가사는 신 저작물에 한하여 기재하되 4소절까지만 기재함
접 수 자
본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은 모두 사실과 틀림없습 협
신
니다.
회
고
200 년 월 일
사
자
용
음악출판사명 :
인
란

처 리 자

확 인 자

KOMCA의 등록양식에서는 음악저작물의 장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9개 기본데이터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표 18>를 기준으로 정보항목을 기본데이터요소,
그 이하의 정보는 하위데이터요소, 그리고 각 정보항목에 따른 정보내용은 상세정보로 처
리하여 <표 19>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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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KOMCA 작품등록양식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제명

작품명

본제
부제 또는 역제
작사
작곡

상세정보
조곡(모음곡), 뮤지컬 등의 작품의 일부인
경우, 혹은 영화, TV 영화 등의 주제가의
경우 취지
작사자의 성명
가사의 유무
작곡가의 성명
역사의 유무

저작자

역․보

역사자의 성명
보작의 유무
보작자의 성명
편곡자의 성명

편곡

역사보

가사, 역사, 보작과 관련된 음악출판계약을
체결한 음악출판자의 칭호

곡․편

악곡, 편곡에 관해서 음악출판계약을 체결
한 음악출판자의 칭호

계약일
음악출판사

원곡의 저작권이 소멸한 작품의 편곡에 대
해서는 편곡신고서

양도지역
양도기간
지분
©표시

시간

연주시간

분류

대/중/소

공표

최초공표연월일

공표방법

공표방법

가사의 계약체결일
악곡의 계약체결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지역 또는 국명
가사 계약기간
악곡 계약기간
음악출판자 지분율
최초의 발행(출판년도)
저작권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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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상업용레 코드(녹음테이
프 포함)의 발매일
최초레코드

레코드 회사명
레코드 번호
가수 또는 연주자의 성명

악곡

멜로디 앞부분

가사

가사의 일절 그리고 이절
이하의 각 앞부분

3)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Korea Society of Authors)80)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는 KOSA)는 1984년 5월 19일에 저작활동의 원활화를 기
하고 저작인들의 권익을 옹호함과 동시에 지적창작의 소산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는 취지아래 문예, 학술 분야 저작인들 자신의 조직체인 ‘한국저작인협회’를 창설한 것이
전신이다. 그 이후 동 협회는 더욱 광범위하게 저작권보호 및 저작자의 창작활동을 지원
하는 여러 사업을 영구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1988년 7월 28일에는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로 출범하였다.81)
동 단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자의 각종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저작권이
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1987년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되는 제도인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 1989년 3월 문체부(현,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아 저작권위탁관리
업무에 착수하였다. 허가받은 업무의 내용은 신탁관리, 대리 및 중개이며 취급허가분야는
어문, 연극, 영상, 사진, 미술 저작물이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목적인 ‘著協’의 일차적인 기능은 저
작인들이 자신의 물질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저작자의 편에 서서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이용허가를 내어준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다수의 이용자 및 이용실
태의 파악, 이용자와의 접촉, 사용료 수령 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불법사용행
위나 보복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는 원저자와 일일이 접촉해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도 저작자 단체를 통해 일괄 이용허가를 받고 규
정된 사용료를 손쉽게 지불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자 단체 없이 저작권법은 제대로 효력
8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http://copyright.or.kr/regroup/book.htm, 2002.
10. 25
8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 199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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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 외에 협회는 원저자를 대신하여 저작권법의 이행을 감시하고
법령을 보완하며 저작권을 危害하는 온갖 행위에 단체의 힘으로 맞서 대처한다거나 장려
금이나 각종 회원 복지책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회원을 지원한다거나 혹은 전세계의 유
사 단체들과 함께 문화기금을 조성하여 공동문화사업을 펼침으로써 각국 고유 문화예술
의 창조력을 높이는 등의 정치,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갖고 있다.82) 협회는 저작권자의 권
리(저작재산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무 및 이용자와의 체결, 대리, 기타 중개업무 등
저작활동 편의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업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중․고교 국어 및 문학 등 교과서에 기재된 원저작물과 대학입학시험문제 및 기타 시험
문제를 위탁관리, 이들 저작물이 학습교재에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이용료를 총괄
징수하여 관련회원(개인 및 단체)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들 수 있다.83)
저작권 데이터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KOSA의 회원 및 각종 저작물 등록양식서에 나타
난 정보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각의 등록양식서는 다음 <표 20>에서 <표
26>과 같다.
먼저 KOSA의 회원가입신청 양식은 다음<표 20>과 같다.84)
<표 20> KOSA 회원가입신청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본 명
성
명

주
소

한글
한자
영문

필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성
별
저작활동분야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한글
한자
영문

자택
직장

우편번호
기 간

학 교

학
력

전 화
관계
가

성 명

남

※사 진

여

FAX
생 년 월 일

직 업

족
기 간

기관

단체

직 업
직 책
전 공
회원번호
위와 같이 귀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경
력

82)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저작권협회소식, 1989(7호), p. 3
83)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전게논문, p. 6
84) KOSA, http://www.copyrightkorea.or.kr/b_03.htm, 2002. 10. 25

*협회에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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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사단법인 KOSA 귀중

KOSA의 작품등록 양식서은 <표 21>과 같다.85)
<표 21> KOSA 저작물 등록양식서
저작물 등록신청서

저작자명 :
저작물명

작성년월일 :
분류
장르별로
기재
(시, 시조,
소설,수필,
논문)

분량
분 량
시(동시의 경
우 몇 연으
로 구성되어
있는지, 연시
조의
경우
몇 수로 구
성되어 있는
지를 기재하
십시오. 소
설, 동화, 희
곡의 경우에
는 200자 원
고지로 몇매
인지 기재

비고
비고란의 기재방법
- 해당 저작물이 도서로 출판되었을 경우
출판사명, 최초 발행년월일, 계약기간, 독점적 출판계약여부
등
- 해당 저작물이 신문.잡지 등에 게재된 경우
게재된 신문 등의 명칭, 발행일
- 해당 저작물이 영화.방송에 이용된 경우
이용자, 계약년월일, 계약기간, 계약서 작성여부 그밖에 필요
한 사항
- 해당저작물이 논문인경우
소속기관(예 : 대학 등)에 전자도서관에서의 이용권한을 부여
하였는지 여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저작물이 공모전등을 통해 발표된 경우
해당공모전의 이름과 주최측 명, 당선년도(당선횟수), 저작권
의 양도여부
-해당 저작물이 공표시 단체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단체名, 저작권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지 여부(저작권의
주체파악을 위함)
- 해당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
"미공표"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85) KOSA 등록양식, http://www.copyrightkorea.or.kr/c_01.htm, 200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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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의 저작권 신탁신청서 양식은 <표 22>와 같다.
<표 22> KOSA 저작권 신탁신청서
저 작권 신 탁신 청 서
성 명

한 글
한 자
자택

주 소
위탁자

주민등록
번 호
우편번호 :

☎

직장

우편번호 :
☎
위탁자가
● 저작자(실제창작활동을 하신 분) 성명 :
저작권을
● 저작자 작고(또는 실종) 연월일 :
상속받은
● 저작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경 우
거래은행
(예금주 명의 : )
저작권
사용료
구좌번호
송 금
(온라인)
방 법
기 타
본인은 창작활동을 하는 저작자(또는 작고 저작자의 저작권 상속자)로서 본인이 갖는 저작권에 관하여
귀 협회 저작권신탁계약약관에 따라 관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
위탁자 성명
사단법인 KOSA 귀중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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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KOSA 저작물 관리정보 현황
단체명칭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의회

회원명단의
구성요소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저작물명, 출판사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인지첩부

저작물 목록의
구성요소

● 도서로 출판된 경우 : 도서명, 책에 게재된 자신의 저작물명, 구분(저,
역, 편, 기타), 출판사명, 계약연월일, 계약존속기간, 인지첩부 유무,
CD-ROM 계약 유무, 독점계약 유무, 비고
● 신문․잡지에 게재된 경우 : 저작물명, 이용형태, 저작권 이용자, 계약
연월일, 계약 존속기간, 비고
● 영화․방송에 이용된 경우 : 저작물명, 이용형태, 저작권이용자, 계약
연월일, 계약 존속기간, 비고
● 논문, 논설 및 미공표 저작물 등 : 저작물명

저작권신탁
신청서 구성 요소

● 위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탁자가 저작권을 상속받은 경우
의 그 내용, 저작권 사용료 송금방법

자료 분석

● 저작물 정보표현 : 저작물 목록으로부터 저작물명, 저작자명, 저술의
성격(저, 역, 편, 기타), 장르, 저작물을 공표한 매체 및 제명, 출판사명,
정기간행물명(기고문의 경우)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저작권 정보측면 : 저작권신탁신청서로부터 저작권자의 성명(한글, 한
문, 영문), 저작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용조건정보 :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으로부터 일반도서 또는 선집
류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참고서에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조건과 만
화의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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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KOSA 어문저작물 정보 항목86)

<저작물 정보>
구분

저작물
창작부문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저작물의 제목

본제/부제

고유번호

시스템등록번호

저작물의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상세정보

창작년도
원저작물

원저자물의 제목/저자(성명,국적)/
출판사

사용언어

영어, 국어, 기타언어

저작물의 크기

쪽 또는 원고지 매수

성명(단체명)

본명(한글, 한자)/예명

출생년
저작자
부문

사망년
국적
초상
소개

공표형태
공표부문

도서

도서명, 출판사, ISBN

CD-ROM

제명, 제작사

연속간행물

연간물명, 출판사, 권․호, ISSN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제명,영상제작자
의 성명

연극저작물

연극물명, 극단명

라디오방송물

방송프로그램명, 방송사명칭

기타
공표년도
맨처음공표한 국가

저작물
샘플부문

시

개요/첫문단

소설, 수필

책의 사진/개요

논문

초록/목차

영상저작물의 대본

개요/영상저작물의 사진

연극저작물의 대본

개요/연극저작물의 사진

라디오 방송물의 대본 개요

86) 김현철, 전게논문, 1999, pp.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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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정보>
구분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한글, 한문
권리자 부문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URL, E-mail, 팩스번
호
보유하고 있는 권리

질권․처분제한․
출판권 정보

저작자와의 권리

본인, 양수인, 상속인

질권

대상 권리/채권액/존속기간/이자 및
위약금/채무자/채권자/계약연월일

처분 제한

제한되는 권리/처분제한의 종류/원인/
신청인(권리자)의 내용

출판권

출판권의 범위/대가 및 지급방법/존속
기간/출판권자/계약년월일

단체명
위탁관리업자

단체의 종류
관리하는 권리의 종류
기타

기타정보

주소/전화번호/URL/E-mail, 팩스번호

이용 행위별 이용액
자료제공자

성명, 연락처

저작권 정보 항목 중의 하나인 저작물의 대/중/소 분류(장르)는 시스템 운영자의 효과
적인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게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의 경우
에는 저작물의 샘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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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KOSA 저작물 샘플 형식
기본데이터요소
어문저작물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시 - 1연, 2연
기타 - 초록, 목차

음악저작물

ra, mp3, wma

10초, 20초, 30초

비디오저작물

rm, wmv

10초, 20초, 30초

해상도

72dpi, 300dpi,

크기

80pixel, 400pixel

워터마크

가시적, 디지털, 양자모두

ⓒ 표시

디지털워터마크 표시

사진저작물

정보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 것은 고유번호(Identifier) 부여 방안이
다. 고유번호는 국제적 표준화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Identifier’
라는 말은 고유번호, 식별번호, 식별자, 등록번호라고도 번역되는데, 어떤 저작물을 세계
어디서나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여 특정 시키는 번호, 기호 또는 문자를 말한다.
<표 26> KOSA 저작물 고유 번호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비고

ISBN

국가번호, 출판자기호, 도서명기호, 체크디지트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WC

음악저작물, 일련번호, 체크디지트

International Standard
Work Code

AV Index

시청각저작물

Audiovisual Index

ISAN

시청각저작물고유번호

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

DOI

전자상거래, 전자출판

Digital Object Identifier

ISRC

음반 및 녹음물의 국제기호/영문자, 숫자, 국가명, International Standard
회사명, 녹음년도, 녹음번호
Record Code

KOSA의 작품등록양식에는 어문저작물의 장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표 20>에서 <표 26>까지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요소를 비
교․분석하여 기본적인 정보항목을 기본데이터요소, 그 이하의 정보는 하위데이터요소, 그
리고 각 정보항목에 따른 상세정보로 처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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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KOSA 등록양식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고유번호

시스템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목

본제/부제

저작자

저, 역, 편, 기타

출판사

시, 시조, 소설, 수필, 논문

판사항

판표시, 그 판에 관련된 저작자 표시

발행사항

발행지, 발행처, 바랭일자
자료의 수량

형태사항

여타형태적세목
크기
딸림자료

시리즈사항
저작물

시리즈의 표제
시리즈 번호

주기사항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창작년도
본문언어
원저작물

제명
저자/출판사

초록 및 목차
계약년월일
계약존속기간
인지첩부 유무
CD-ROM 계약 유무
독점계약 유무
저작물의 형태
작가

작가의 성명(본명/예명)

역자

역자의 성명(본명/예명)

저자 소속
저작자

출생년
사망년
초상
소개

출판사

출판사명

발행자의 성명 및 기관명

계약일

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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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지역

저작권을 양도받은 지역 또는 국명

지분

출판사의 지분율

©표시

최초의 발행(출판)년도
저작권자의 성명
성명

회원

회원명

형태

크기

권리

질권/처분제한/출판권

직책
출판사명

공표형태

도서

도서명, 출판사, ISSN

CD-ROM

제명, 제작사

연속간행물

연간물명, 출판사, 권․호, 발행연월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제명, 성명

라디오방송물

방송프로그램명, 방송사 명칭

최초공표년월일
공표년도
권리자

최초공표국가
성명(단체명)

한글, 영문, 한문

저작자와의 권리

본인, 양수인, 상속인

4)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KOREA ART PERFORMERS ASSOCIATION )
예술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연자 단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예능활동
의 증진과 실연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그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한국의 문화발
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비영리 단체이다.
주요사업은 ① 실연자에 관한 국내외 문제의 종합적 조사·연구, ② 국내외 예능단체와
교류·제휴, ③ 신인 육성과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회·공연·강연회 개최, ④ 예능문화에 기
여한 단체·개인의 표창과 그 조성, 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처리에 관한 업무, ⑥실연자의
권리로서의 판매용 음반의 보상, ⑦ 예능실연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⑧ 예능문
화에 관한 간행물 발행 등이다.
저작권 데이터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예단연의 각종 저작물 등록신청양식서를 조사하여
데이터요소를 추출하였다.
예단연의 저작물 등록신청서는 다음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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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예단연 저작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등 록
저작물

처리기간

신청서

5 일

변경등록
①성명

등록
권리자

신
청
인

②주소

(전화)

③성명

등록
의무자

④국적

⑤주소
⑥제 명

저작물

⑦종 류

⑧ 형태 및 수량

⑨ 등록의 내용
⑩ 등록의 원인(발생일)

( . . .)

ⓐ 전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
저작권법

제51조
제52조
제60조
등
록
변경등록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의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화체육부장관귀하
수 수 료
첨부서류:
1. 저작물의 명세서 1부

2.
3.
4.
5.
6.
7.

저작권등록

변경등록

5,000원

3,000원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 등의 자료 1부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의무자의 승락서(영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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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예단연 저작물 실연명세서
실 연 명 세 서
실
연
실연자
(법인)

음반에
고정된
실연
방송에
의하여
송신된
실연
22 실연의

1 제 명
3 실연이 행하여진 날
5 실연의 구성원

2 종 류
4 장 소

6 성명 또는 명칭(대표자)
7 (실연자,법인)의 국적
9 주소(소재지)
10 (독창자,독주자)성명
12 음반의 명칭

8 법인의 설립근거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첨부)
11 국 적

13 음이 맨처음 고정된 날

14 음이 맨처음
고정된 국가명

15 음반제작자 성명

16 국 적

17 방송프로그램의 제명
19 방송사업자 성명 또는 명칭

18 실연이 송신된 날
20 국적

21 방송설비의 소재지
내용

예단연의 작품등록양식에는 실연저작물의 장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표 28>, <표 29>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요소를 비교․분석
하여 기본적인 정보항목을 기본데이터요소, 그 이하의 정보는 하위데이터요소, 그리고 각
정보항목에 따른 상세정보로 처리하여 <표 30>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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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예단연 등록양식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제명

상세정보
조곡(모음곡), 뮤지컬 등의 작
품의 일부인 경우, 혹은 영화,
TV 영화 등의 주제가의 경우
취지

부제 또는 역제
종류
형태 및 수량
맨처음 공표된 일
저작물

공표년월일

맨처음 발행된 국가명
맨처음 발행후 30일 이내 발행된 국가명
저작물의 내용
실연제명
실연종류
실연이 행해진 날
장소
실연의 구성원
맨처음 공표시 표시한 국가명
국적
성명 및 기관명

저작자

국적
실연자

법인 설립근거
주소(소재지)
독주자 및 독창자 성명
등록권리자의 성명

등록권리자

등록권리자의 주소
전화, 연락처
국적

신청인

등록권리자의 성명
등록의무자

등록권리자의 주소
전화, 연락처
국적

등록

등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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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원인

원인, 사유

등록발생일

발생일

전등록번호
등록년월일

5)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과 세계 미술의 시대적 경향을 동시에 수용
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으로 1969년 경복궁 소전시관에서 개관하였다. 1986년 과천
의 현 위치에 국제적 규모의 시설과 야외 조각장을 겸비한 미술관을 개관하여 우리나라
미술 문화의 새장을 열게 되었다. 현재의 미술관은 국내외 우수작품의 수집, 보존, 전시와
더불어 미술자료의 조사연구, 국제미술정보 교류와 미술의 산교육장으로 명실공히 종합미
술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비언어적 실체이기 때문에 정보검색을 위한 어휘의 선택이 어
렵다. 미술정보의 색인과 검색방법으로 색인어, 분류번호, 화상 자체에 의한 방법 등이 있
으나 미술정보와 같은 다중 매체자료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색인도구로는 불충분
하며, 또 방대한 량의 데이터요소에 대한 상세기술이 복잡하다.
미술정보 주요소는 작품, 작품의 대체물, 작품의 기록관리, 작품에 관한 기술, 작가에
관한 기술, 작품의 대체물에 관한 기술 등 다른 분야의 정보와 비교하여 다원적인 데이터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그 특성이다.
미술작품에 대한 전산화를 위해 최적 수준의 데이터요소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화가의 전기정보, 미술에 대한 기술, 서지적 참조사항, 전시경력 및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조회하여 생산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위의 정보항목중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요소들은 우선적인 기초데이터요소라 할 수 있으며, 그 이하 내용은 하위데이터요소로
선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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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립현대미술관 작품검색시스템 데이터요소
구분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한국화
서예
회화
조각

작품유형

공예
건축
디자인
뉴미디어
드로잉&판화

저작물 정보

작품명
제작년도
재료기법
작품번호
최초작품제작일
최후작품제작일
매체형태
크기
입수방법
작품상태
실명, 예명, 필명
화가명

주소, 연락처
e-mail, homepage
화가
서예가

저작자 정보

회화가
작가유형
조각가
공예가
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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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디자이너
뉴미디어작가
미술사가 및 평론가
드로잉 작가&판화작가

5. 신학저작권 집중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요소 설정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선정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데이터요소를 종합하여 신학저작물
관리를 위한 DB의 데이터요소를 설정하였다. 저심위를 중심으로 신학저작권 분야의 기본
데이터요소를 선정하였고, KOMCA, KOSA, 예단연, 국립현대미술관의 DB 데이터요소를
중심으로 신학관련 세부데이터요소를 추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추출된 데이터요소들을 내용에 따라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저작권, 저작인접권,
기타 행정부문별로 구분․종합하여 제시하였다.

5.1 데이터요소의 구성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요소의 항목이 보
다 자세하고 세분화될수록 좋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되면 자료의
정리나 검색 및 입․출력에 복잡함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항목이 세분화되어야 하며, 데이터요소들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목이 중복
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의 데이터요소들 중에
서 사용빈도가 높은 데이터항목을 기본데이터요소로 선정하고, 그 이하의 세부적인 정보
항목들을 하위데이터요소로 선정하고자 한다. 선정된 데이터요소들 중에서 모든 신학저작
물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항목뿐만 아니라 이들 저작물과 저작권자
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요소들을 세분화하여 하위데이터요소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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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기본데이터요소
우선 모든 신학저작물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저심위의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요소를 기준으로
ASCAP, GEMA, J-CIS, CCLI 및 Copycare, MDA, KOMCA, KOSA, 예단연, 국립현대미
술관 등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들의 데이터요소들과 비교․분석하여, 그 사용빈
도를 산출하고, 특히 신학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데이터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
고 데이터요소의 사용빈도수가 5이상인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기본데이터요소로 채택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저심위 중심의 데이터요소
기 관
저심위
기본데이터요소

ASCAP

GEMA

J-CIS

CCLI
/Copycare

MDA

KOMCA

KOSA

예단연

국립현대미
술관

등록번호

●

●

●

●

●

●

●

●

●

창작년도

●

●

●

공표형태

●

공표년도

●

●
●

공표국가

●

●

●

●

●

●

●

음반명
가사/내용설명

●

●

●

●
●

●

●

●

●

●

●

●

실연가수
실연길이
제작자

●

분 류

●

●

저작자명

●

●

저작구분

●

●

●

●

비 고
권리자명

●

●

위탁관리업자
질권/처분제한/출판권

●

●

●

●
●

●

●

●

●

<표 32>에서 조사된 10개 기관의 데이터요소의 사용빈도수를 분석해 보면 다음 <표 3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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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저심위 중심의 데이터요소 사용 빈도수
데이터요소

빈도수

제 명

10

등록번호

10

창작년도

4

공표형태

4

공표년도

5

공표국가

3

음반명

1

가사/설명

5

실연가수

1

실연길이

3

제작자

1

분 류(대/중/소)

5

저작자명

10

저작구분

5

비 고

1

권리자명

6

위탁관리업자

5

질권/처분제한 /출판권

6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빈도수가 5 이상이 되는 제명, 등록번호, 공표년도, 가사/설
명, 저작자명, 분류(대/중/소), 저작구분, 권리자명, 위탁관리업자, 질권/처분제한/출판권 등
이상 10개의 데이터요소들을 추출하여 기본데이터요소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신학저작물
저작권을 관리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요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도수가 10인 데이터요소는 고유번호, 제명(본제/부제), 저작자명이며, 빈도수가 5이상인
기본데이터요소는 공표년도, 가사/내용 설명(초록 및 목차), 분류(대/중/소), 저작구분, 권
리자명, 위탁관리업자, 질권/처분제한/출판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빈도수가 5 이상인 기본
데이터요소들을 상위데이터요소와 하위데이터요소로 보다 더 세분하여 구분하였다. 먼저
저작물의 고유번호(빈도수 10)는 상위데이터요소로 식별자 번호를 처리하였고, 고유번호,
등록번호, 시스템번호 등은 하위데이터요소로 하였다. 제명(빈도수 10)은 제명을 상위데이
터요소로 하고 제목, 본제/부제, 역제 데이터를 하위데이터요소로 구분하고, 저작자명(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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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0)은 저작자명을 상위데이터요소로 하고, 저작자 역할, 저작자코드(주민등록번호), 저
작자 소개, 초상, 사망년도, 국적 등을 하위데이터요소로 하였다. 권리자명(빈도수 6)은 권
리자 정보를 상위데이터요소로 하고, 권리자명, 권리자 역할, 지분, 권리자 연락처, 등을
하위데이터요소로 하였다. 질권/처분제한/출판권(빈도수 6)은 권리운용정보를 상위데이터
요소로 하고, 권리설정유형, 피설정자명, 피설정자 역할, 연락처, 허락지역, 기간, 조건, 지
분 등을 하위데이터요소로 하였다. 위탁관리업자(빈도수 5)는 위탁관리정보를 상위데이터
요소로 하고 위탁관리업자명, 연락처 등을 하위데이터요소로 구분하였다. 분류(빈도수 5)
는 저작물의 장르 및 형식에 따른 표현으로 저작물정보를 상위테이터요소로 하고 장르
등을 그 하위데이터요소로 하였다. 최초공표년월일, 공표년도, 공표형태, 공표방법, 공표국
가 데이터 등은 공표 데이터를 상위데이터요소로 처리하였다. 작품내용의 설명, 초록 및
목차(빈도수 5) 등은 저작물 정보를 상위데이터요소로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
로 저작물 및 저작자, 권리 정보를 종합하여 저심위의 기본데이터요소를 중심으로 선정된
신학저작권 DB의 기본데이터요소 및 하위데이터요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저심위 중심의 신학저작권 DB 기본/하위데이터요소
구 분

기본데이터요소
식별자번호
제명

저작물
정 보

하위데이터요소
고유번호, 등록번호, 시스템번호
본제
부제 혹은 역제

분류(대/중/소)

장르

저작물유형

어문, 연극, 미술, 건축, 영상,

형식

물리적 표현, 디지털 표현, 실연, 방송

창작년도

최초공표년월일

저작구분

원시저작, 편집, 각색, 번역, 편곡, 작곡
공표국가

공 표

공표년도
공표형태
공표방법

본문언어

저작자

수량

실연길이, 연주시간, 페이지수

매체유형

도서, 음반, CD-ROM, 비디오테이프, 디지털자료

설명

초록 및 목차, 가사/설명

저작자명

본명, 필명, 에명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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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저작자 역할

저자,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제작자

저작자 코드

주민등록번호

저작자 소개

이력

출/사망년도
국적

권리자
정 보
권
리
정
보
권리
운용
정보

초상

사진, 캐리커쳐

권리자명

본명, 필명, 에명

권리자역할

저자, 작곡자, 작사가, 화가, 건축가, 조각가,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상속인, 양도인

지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휴대전화, e-mail, url

권리취득일

등록의 원인(발생일)

권리설정유형

출판권, 질권, 양도, 독점적이용허락, 비독점적이용
허락

피설정자명
피설정자역할

출판업자, IP업자, 배포자

허락지역
허락기간
허락조건

위탁관리
정 보
이용정보

위탁관리업자명

개인명, 단체명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 휴대전화, e-mail. url

권리의 종류

신탁관리, 대리중개

이용방법

복사,유효기간,변경

이용조건

금액

5.1.2 신학저작권 세부데이터요소
신학저작물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신학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학저작물
을 어문, 교회음악, 실연, 미술․도형․건축 등으로 구분 설정하여 필요에 따라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하위데이터요소들을 채택하여 향후 신학분야 저작권집중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데이터요소로 선정하고자 한다.
1) 어문저작물
성경, 설교자료, 기도집, 찬송가곡집 등의 텍스트자료뿐만 아니라 신학논문, 예배․뮤지
컬․공연의 대본 등 다양한 형태의 신학관련 어문저작물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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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 위해 KOSA의 각종 등록양식 <표 24>에서 <표 31>에 나타난 데이터요소들을
기준으로 세부데이터요소를 추출하여 표로 나타내면 그 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KOSA 중심의 어문저작물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저작물
정보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고유번호

시스템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목

본제/부제

저작자

저, 역, 편, 기타

출판사

시, 시조, 소설, 수필, 논문

판사항

판표시, 그 판에 관련된 저작자 표시

발행사항

발행지, 발행처, 바랭일자
자료의 수량

형태사항

여타형태적세목
크기
딸림자료

창작년도

저작자
정보

출판사
정보

권리
정보

공표부문

초록 및 목차

본문의 내용 설명

작가

작가의 성명(본명/예명)

역자

역자의 성명(본명/예명)

출생년, 사망년
출판사명

발행자의 성명 및 기관명

계약일

계약체결일

©표시
권리자명

최초의 발행(출판)년도
저작권자의 성명
성명(단체명)

질권/처분제한/출판권
도서

도서명, 출판사, ISSN

CD-ROM

제명, 제작사

연속간행물

연간물명, 출판사, 권․호, 발행연월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제명, 성명

라디오방송물

방송프로그램명, 방송사 명칭

최초공표년월일
최초공표국가

신학관련 어문저작물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신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 36>
에서 <표 41>까지 세부데이터요소를 추가하여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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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성서의 인물과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성명
성서인물명

시대
소개
설명
성명

성서저자명

시대
소개
설명

원저작 인물명

성명, 소개

신분

제사장, 왕, 사사, 족장

출생/사망년
성별
소개
국적
시대

이력, 약력, 간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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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성서와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식별자번호
표 제명

하위데이터요소
고유번호, 작품번호
제명
본제 혹은 부제

형 태
저 자명

상세정보

파피루스, 두루마리
성명, 시대, 소개

내 용

사랑, 예수, 부활

시 대
장 르

묵시, 시, 역사, 이야기
물리적 형태

형식 및 양식

디지털 표현
실연
방송

본문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설 명
제작년도
공표매체

형태

공표년도

맨처음 공표된 년월일

공표국가

맨처음 공표된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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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저작자와 관련된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성명

본명, 필명

직분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상세정보

교회명
목회년수
세례날짜
안수날짜
출생/사망년
연령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e-mail, url

교단

소속교단

지방회

소속지방회

선교활동유무
사모유무

결혼유무

<표 39> 설교자료집과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설교명
설교자명
저작물명
본문내용
설교주제
설교장소
설교일시
공표년도

성경 내용

창세기, 복음서,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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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찬송가곡집과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찬송가명

제명, 본제, 부제

저작자명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상세정보

공표년도
공표국가
공표형태
악

곡

멜로디 앞부분

가

사

가사의 일절 부분

권리구분
상세설명

<표 41> 대본과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대본 명

제명, 본제, 부제

대본종류

예배, 뮤지컬, 연극, 파워댄싱

저작자명

작가, 연출

상세정보

공표국가
공표형태
상세설명

2) 교회음악
교회나 종교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성가, 찬송가, 복음송 및 예배찬송가, CCM 등 교회
음악과 관련된 저작물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요소를 설정하기 위해 KOMCA의 작품등록
신청서 <표 18>에 나타난 데이터요소들 중 신학저작물과 관련된 데이터요소들을 기준으
로 교회음악 세부데이터요소를 채택하여 표로 보면 다음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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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KOMCA 중심의 교회음악저작물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제명
저작물
정 보

본제
부제 또는 역제

저작자
정 보

저작명
저작자구분

작곡, 작사, 편곡

출판사명
계약일
©표시
음악출판사
정 보

양도지역
양도기간
지분
©표시

실연길이

연주시간

분류

대/중/소

공표

가사 및 악곡의 계약체결일
최초의 발행(출판년도)
저작권자의 성명
저작권을 양도받은 지역 또는 국명
가사 계약기간
악곡 계약기간
음악출판자 지분율
최초의 발행(출판년도)
저작권자의 성명

최초공표연월일
공표방법

악곡

멜로디 앞부분

가사

가사의 내용 부분

교회음악과 관련된 데이터요소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신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 43>에서 <표 45>까지 세부데이터요소를 추가적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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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찬송가와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찬송가명

제명, 본제, 부제

저작자명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상세정보

연주자명
실연길이

연주시간

공표년도
공표국가
공표형태
악

곡

멜로디 앞부분

가

사

가사의 일절 부분

권리구분
상세설명

<표 44> 교회음악제작자와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제 호
레이블의 명칭

음반

종 류
크 기
음이 맨처음 고정된 날
음이 맨처음 고정된 국가
성 명

음반제작자

국 적
주 소
법인의 경우 설립근거

음의 내용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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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교회음악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제호
종류

방송프로그램

방송이 행하여진 연월일
방송이 행하여진 장소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방송사업자

주소
e-mail, url
최초의 저작인접권자의 관계

방송설비의 소재지

3) 실연저작물
예배, 오페라, 파워댄싱, CCD(Contemporary Christian Dance), 성찬식, 세례의식 및 음
악극, 역사극, 교육극 등의 실연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요소를 설
정하기 위해 예단연의 각종신청서 <표 32>에서 <표 34>까지 나타난 데이터요소들을 기
준으로 실연저작물 관련 세부데이터요소를 선정하여 표로 보면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예단연 중심의 실연저작물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제명

상세정보
본제, 부제, 역제

실연제명
저작물
정보

실연종류
장소
저작물의 내용
실연의 구성원

저작자
정보

성명 및 기관명
실연자명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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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근거
주소(소재지)
독주자 및 독창자 성명
등록권리자의 성명

권리구분

등록권리자의 주소

권리자명

전화, 연락처
국적
권리관계
맨처음 공표된 일

공표부문

공표년월일

맨처음 발행된 국가명
맨처음 발행후 30일 이내 발행된 국가명

뿐만 아니라 실연저작물과 관련된 데이터요소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신학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세부데이터요소를 추가적으로 채택하여 표로 보면 다음의 <표 47>에서
<표 50>까지와 같다.

<표 47> 예배와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예배명
장르

주일, 수요, 부흥회
성 명
직 분

실연자명

저작자코드
소 개
초 상

실연길이
장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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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의식과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의식명
의식종류

성찬의식, 세례의식
성명
직분

실연자명

저작자코드
소개
초상

실연구성원
장 소
날 짜

<표 49> 공연과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공연명
최초실연/방송날짜
공연장소
공연일시
저작자

작곡자

연출자

작사자

성명
저작자코드
성명
저작자코드
성명
저작자코드
성명
저작자코드

장 르
창작유형

원시저작, 편집, 번역, 편곡

실연길이

연주시간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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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명
상세설명

<표 50> 설교와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설교명
설교자명
본문내용

성경 내용

창세기, 복음서, 역사서

설교주제
설교장소
설교일시
형식

이야기, 영상, 찬양설교

형태
방법
종류
실연길이(시간)
상세설명

4) 미술․도형․건축저작물
성화, 사진, 삽화 등의 미술저작물과 성지지도, 유적 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교회나 고
대유물, 유적지 등의 건축저작물 등과 관련된 저작물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요소를 설정
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검색시스템의 데이터요소들을 기준으로 미술, 도형, 건축
저작물 관련 세부데이터요소를 선정하여 표로 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국립현대미술관 중심의 미술․도형․건축저작물 세부데이터요소
구분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한국화, 서예, 회화

저작물
정 보

작품유형

조각, 공예
공예
지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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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작품명
제작년도
재료기법
매체형태
크기
공표부문

최초작품제작일
최후작품제작일
실명, 예명, 필명
저작자명

주소, 연락처
e-mail, homepage

저작자
정 보

화가, 서예가
작가유형

조각가, 공예가
건축가

뿐만 아니라 미술․도형․건축저작물과 관련된 데이터요소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위
해 신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 52>에서 <표 55>까지 세부데이터요소를 추가
적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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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성화와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성화명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작품명

종류명

수채, 유채, 벽화 등

형 태

종이, 천, 건물

형 식

형식명
티탄백루틸형,티탄백 아나
타이제형

안료명
화풍명
표구방식명
표구상태
실제크기
소장위치
상세설명

<표 53> 성지와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성지명

하위데이터요소
지명

성지종류

건물, 자연

성지위치
국적
시대
형태
문화재/유물번호

식별자번호, 고유번호

문화재/유물구분명
규모

상세정보

크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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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교회와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상세정보

교회명
장소
규모
신자수
직원수
기관수
소유자명
소재지주소
창립일

준공일, 완공일

주차면적
연락처

전화, e-mail, url

상세설명

<표 55> 종교박물관과 관련된 세부데이터요소
기본데이터요소

하위데이터요소

박물관명
종류
위치
개관일

최초개관일

규모

면적, 크기

유물수량
이용기간/시간
국적
주소
연락처

전화, url, e-mail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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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학저작권정보 집중관리를 위한 데이터요소 설정
본 연구는 2장에서 신학저작물 관리를 위한 DB 데이터요소를 설정하기 위해 신학저작
물 및 정보생산자, 매개자, 이용자, 저작인접권자들의 특성에 관해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의 DB 데이터요소를 조사․분석하여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심위의 데이터요소를 중심으로 신학저작물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본데이터요소를 채택하였고, 뿐만 아니라 신학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문,
교회음악, 실연, 미술․도형․건축저작물 등으로 구분 설정하여 세부데이터요소를 채택하
였다. 여기에 정보생산자, 매개자, 이용자, 저작인접권자들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저심위
의 멀티미디어정보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신학저작권 정보 DB 데이터요소를 설정하면 다
음 <표 56>과 같다.
<표 56> 신학저작권 정보 DB의 데이터요소
구분

기본데이터요소
식별자번호
제 명

하위데이터요소
본제
부제 혹은 역제

분류(대/중/소)

장르

저작물유형

어문/음악/연극/영상/미술/건축/사진/도형

형식

물리적 표현, 디지털 표현, 실연, 방송

창작년도

최초공표년월일

저작구분

원시저작, 편집, 각색, 번역, 편곡, 작곡
공표국가

공 표
저작물
정 보

공표년도
공표형태
공표방법

본문언어
수량

실연길이, 연주시간, 페이지수

매체유형

도서, 음반, CD-ROM,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설명

초록 및 목차, 가사/설명
제호

음반

상세정보

고유번호, 등록번호, 시스템번호

레이블의 명칭
종류
크기

시,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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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회사명
레코드 번호
제호
프로그램명
방송프로그램

종류
방송국 회사명
방송국 번호
대지설교
강해설교

설교별 분류

이야기식설교
연극설교
영상설교
찬양설교
회중찬송

찬송가별 분류

복음성가
CCM
주일예배
수요예배

예배별 분류

금요철야예배
새벽예배
특별성회
인형극
그림극
교육극
뮤지컬
시대극

공연별 분류

오페라
파워댄싱
Worship
연극
성만찬의식
세례식

영상별 분류
교회건축별 분류

성지순례다큐멘터리
종교영화
비잔틴 건축(500~600)

부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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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네스크(1050~1150)
이스람 건축(850~1600)
성서인물명
성서저자명
원저작 인물명
신분
인물별 분류

출생/사망년
성별
소개
국적
시대
식별자번호
표제명
형태
저자명
내용
장르

성서별 분류

형식 및 양식
본문 언어
설명
제작년도
공표매체
공표년도
공표국가
성화명
종류명
형태
형식
안료명

성화별 분류

화풍명
표구방식명
표구상태
실제크기
소장위치
상세설명

성지별 분류

성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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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종류
성지위치
국적
시대
형태
문화재/유물번호
문화재/유물구분명
규모
저작자명

본명, 필명, 에명

저작자 역할

저자,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제작자

저작자 코드

주민등록번호

저작자 소개

이력

출/사망년도
국적
초상

사진, 캐리커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신분별 분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저작자
정 보

권찰
성명
직분
교회명
목회년수
세례날짜
안수날짜
유형별 분류

출생/사망년
연령
주소
연락처

주 소

교단
지방회
선교활동유무

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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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유무

결혼

선교지명
선교자명

본 명

저작자코드
연락처
선교활동별 분류

국적
선교년수
선교기간
선교소속단체
선교훈련여부
선교활동유무
장로교
감리교
종파명

성결교
침례교

기독교종파별분류

순복음
종파건립년도
종교인수
종파소속교육기관
종파소속수양원
음반

제 호

레이블의 명칭
종류
크기
교 회
음반제작자
저작
인접권자
정보

음이 맨처음 고정된 날
음이 맨처음 고정된 국가
음반제작자

성 명

국적
주소
법인의 경우 설립근거
음의 내용
방송프로그램

제호

종류
기 독교
방송사업자

방송이 행하여진 연월일
방송이 행하여진 장소
방송사업자

성명/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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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주소
e-mail, url
최초의 저작인접권자의 관계
설교자
강연자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연출가
실연자명

공연가
뮤지컬배우
독창가
성가대
합창단
CCM가수
오페라가수
성화가
설교명
설교자명
설교작성자명
본문내용

성경 내용

설교주제
설교장소
설교자별 분류

설교일시
형식

이야기/영상/찬양
설교

형태
방법
종류
실연길이(시간)
상세설명
찬양자별 분류

찬송가명

제명, 본제, 부제

찬양자구분

작곡, 작사, 편곡

연주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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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길이

연주시간

공표년도
공표국가
공표형태
악 곡

멜로디 앞부분

가 사

가사의 일절 부분

권리구분
상세설명
예배명
장르
예배자명

성 명

직분
예배자별 분류

저작자코드
소개
초상
실연길이
장소
날짜
공연명
최초실연/방송날짜
공연장소
공연일시
공연자명

공연자별 분류

성 명

공연자코드
장르
창작유형

원시저작,편집,번
역

실연길이

연주시간

권리자명
상세설명
목회자
저작권
부문

저작인접권

권리자명

작곡가
작사가
연출가

질권/처분/출판권

지분

권리자명

설교자

권리, 저작자, 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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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연출가
공연가
뮤지컬배우

부문

독창가
성가대
합창단
CCM가수
오페라가수
성화가
질권/처분/출판권

지분
교회명
장소
규모
신자수
직원수

교회별 분류

기관수
소유자명
소재지주소
창립일

준공일, 완공일

주차면적
연락처

기 타
행정부문

전화, e-mail, url

상세설명
박물관명
종류
위치

종교박물관별 분류

개관일

최초개관일

규모

면적, 크기

유물수량
이용기간/시간
국적
주소
연락처

전화,ur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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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신학저작물은 어문, 음악, 사진, 미술, 건축, 영상, 연극 등의 종합적인 복합 저작물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 및 정지화상 그리고 동화상 등 디지털 이미지까지 포함하며, 둘 이
상의 문헌이나 매체가 복합 또는 종합하여 창작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
독교라는 종교적인 요소까지 가미한 아주 특수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학
저작물에 대한 정보는 자료 자체에 대한 기술, 종교 및 역사적인 요소에 대한 기술, 저작
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기술,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기술, 그 밖의 행정적인
요소에 대한 기술 등 다른 정보와 비교하여 매우 다원적인 데이터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요소를 먼저 기본 및 하위데이터요소로
나누었고, 다시 신학저작물 고유의 특성이 되는 요소들을 구분별 관련 데이터요소로 구분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미국의 ASCAP, 독일의 GEMA,
일본의 J-CIS, CCLI 및 Copycare(교회관련 저작권회사), 영국의 MDA 뿐만 아니라 저심
위의 멀티미디어 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 KOMCA, KOSA, 예단연,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DB 데이터요소를 비교․분석하여 그 사용빈도를 산출하고, 특히 교회 및 기독교관련 신
학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요소를 선정하였다.
신학저작물 DB의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학저작물 자료는 그 형태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2차저작물에 대한 서술 사항
등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신학저작물을 관리․이용하거나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
(2)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학저작물의 저작권을 집중관
리하는 단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이용자들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인식 및 의식부족으로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신학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 DB 데이터
요소를 각각 비교․분석하여 저심위를 기준으로 빈도수가 5 이상인 기본데이터요소
들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등록(고유)번호, 제명, 저작자명, 권리자명, 저작
구분, 공표년도, 가사/설명(초록 및 목차), 분류(장르), 위탁관리업자, 질권/처분제한/
출판권 등 10개 요소를 기본데이터요소로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학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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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KOSA의

데이터요소를

기준으로

어문저작물의

세부데이터요소를,

KOMCA의 데이터요소를 기준으로 교회음악의 세부데이터요소를, 예단연의 데이터
요소를 기준으로 실연저작물의 세부데이터요소를, 국립현대미술관의 데이터요소를
기준으로 미술․도형․건축저작물의 세부데이터요소를 분석 종합하여 채택하였다.
(4) 현재 저심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멀티미디어저작권정보시스템의 DB 데이터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신학저작권 정보의 DB 데이터요소를 저작물정보, 저작자 정보, 저작
권 정보, 저작인접권 정보, 기타 행정적인 정보 등 6가지 부문으로 신학저작물 관련
데이터요소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기본 및 하위데이터요소로 선정하였다.
(5) 신학저작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데이터요소를 제시하기 위하여 (3)과 (4)에서
선정된 데이터요소들을 종합하여 저작물 부문, 저작자 부문, 저작인접권자 부문, 저
작권 부문, 저작인접권 부문, 기타 행정적인 부문 등 6개 부분을 구분․설정하였다.
신학저작물 DB의 집중관리를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일정한 형식과 원칙
에 의해서 신학저작물 DB의 데이터요소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준화된 데이터요소를 이용하여, 각 분야별 데이터요소 표준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케 하고, 나아가서는 이 데이터요소를 기본 모형으로 하여 신학저작물 및 저작권 관
리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집중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쓰이게 함에 있다.
위와 같이 선정된 본 연구의 데이터요소는 신학저작권정보의 집중관리를 위한 DB 데
이터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신학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원활한 자료 이용과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일조를 하리라 본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질
평가에 관한 연구
― 신학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이정미1)

차 례

1. 서 론
3. 연구방법
5. 결론

2. 이론적 배경
4. 자료의 분석 및 가성의 검증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오닐은 대학도서관은 “연구센터이고 대학의 학술적 우수성을 가
늠하는 잣대이며... 자존심의 원천이다”2)라고 하였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적절한 정보자
료와 적극적인 봉사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지원하는 중핵시설인 동시에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대학교육의 목표인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
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본질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

1)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논문, 서울신학대학 도서관 사서
2) 윤희윤, 대학도서관 경영론, 서울 : 태일출판사, 2002, p.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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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성장하는 유기체”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 110주년을
맞는 오늘의 한국 신학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신학대학도서관도 마찬가지
로 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 인류에 공헌함은 물론 계속 성장, 발전
하여야 한다.
1980, 90년대에 고객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세계의 대학도서관에 영향을 끼
쳤다. 그 결과 도서관 서비스 질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수한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이 되었다.3) 하버트는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의 척도
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도서관이 내부적인 업무수행기준을 충족시켰을지라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잘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4)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도
서관이 자료의 수집, 조직, 관리 등의 전문적인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할지라도 이용자가
없는 도서관의 서비스 질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용자의 정보 욕구에 대한 만족을 중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용자의 만
족을 중시하는 도서관 운영은 신학대학도서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화된 기능과
개선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에 신학대학도서관의 이용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질은 어떤 수준인지, 이용자가 생각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도의 인식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생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를 대상으로 신학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중요도
의 인식을 측정한다.
둘째,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를 대상으로 신학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치
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치를 측정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통해서 신학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가 중요
하게 인식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며, 어떤 서비스가 우수하고 취약한지를 파악함으로써
실제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서비스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
3) Philip J. Calvert, "International Variations in Measuring Customer Expectations," Library Trends
49:4(2001):732-757.
4) 이은철 역, 도서관 서비스 품질 관리론 : 고객만족을 위한 도서관 경영, 서울 : 한국 도서관협회,
2001, p. 28. 원전 : P. Hernon, E. Altman, Assession Service Quality :satisfying the expectations
of library customers, Chicago : AL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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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질 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1.2 용어의 정의
(1) 이용자
이용자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들을 의미하며 그 수혜의 범주에 따라 외
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로 구분된다.
1) 외부이용자 :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부인
2) 내부이용자 : 도서관의 내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직원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경인지역에 있는 신학대학도서관 세 곳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과가 모든 신학대학도서관에 대한 서비스 질 평가로 대표할 수는 없다.
둘째, 서비스 질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이용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분, 제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서비스 질의 개념
서비스 질에 대한 마케팅 연구에서는 질, TQM, 고객만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198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연구되고 있다.5) 서비스 질은 연구자나 연구목적에 따라서
5) D. A. Nictecki, An Assessment of the Applicability of SERVQUAL Dimensionsan Customer-Based
Criteria for Evaluating Quality of Service in an AcademicLibrary, Ph. D. Dissert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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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고, 각 학문분야마다 서비스 질에 대한 관점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질이 복잡하고 다면화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가빈은 서비스
질에 대하여 <표 2-1>에 나타난 것처럼 선험적, 상품 중심적, 이용자 중심적, 제조 중심
적, 가치 중심적 접근의 다섯 가지 관점에서 분류, 정의하였다.6)
<표 2-1> 가빈의 서비스 질에 대한 접근법
접근법

정의

선험적 접근

질은 반복된 노출에 의한 경험을 통해서 지각할 뿐이지 명료하게 분석될 수
없는 것이다.

상품 중심적
접근

질을 정밀하고 측정 가능한 변수로 간주한다. 따라서 질의 차이는 제품이
지니고 있는 어떤 성분이나 속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제품이 지니
고 있는 바람직한 속성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김으로써 질의 상대적 수
준을 파악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용자중심적
접근

질이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는 관점으로, 질과 이용자의 최대만족을
동일시한다. 질을 개인에 따른 주관적 개념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조중심적
접근

공급자 지향적이고, 주로 엔지니어링과 제조분야에서 사용되는 접근이다.

가치중심적
접근

질을 가치와 가격의 관점에서 정의하며, 가격과 가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
함 으로써, 가치가 가격 또는 비용보다 높게 지각될수록 질이 높게 평가된
다는 접근이다.

그랜루스는 서비스 질을 이용자의 인지된 서비스 질로서 서비스 기대와 서비스 인식과
의 차이에 의해 서비스 질이 인식된다고 정의했다. 이때 이용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
은 기술적인 질과 기능적인 질이라는 서비스 차원에 대해 이용자가 갖고 있는 견해의 결
과로 구분된다. 기술적인 질은 이용자가 서비스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받은 최종
적인 제공 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의미하고, 기능적인 질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어떻
게 제공받았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을 의미한다.
이상의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해보면 서비스 질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정의 내려지는
것으로,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는 고객이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 질과 인식된 서비스 질간
의 차이로 보고 있다.

University of Mayland, 1995, p.11.

6) David A. Garvin, “What does Product Really Mean”, Sloan Management Review26:1(19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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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비스 질의 특성
서비스는 제품과 달리 질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서비스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와 제품을 비교할 때 서비스의 특성은 첫째, 서비스는
추상적이고 무형적이므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감지 할 수 없는 무형성이다. 둘째,
서비스는 이용과 동시에 사라지기에 이용 후 만족하지 않을 지라도 제품처럼 반환이 불
가능한 소멸성이다. 셋째, 서비스는 서비스 조직간, 동일한 서비스 조직에서도 서비스 수
행에 따라, 동일한 수행자라도 경우에 따라 상이한 서비스 질을 산출 할 수 있는 이질성
이다. 따라서 서비스 수행결과의 질을 표준화하거나 일관성 있게 질을 관리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 넷째, 서비스는 산출과 이용을 분리 할 수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용자들은
보통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동시성이다.
이처럼 서비스의 특성들로 인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
고 이용자에게 제시할 통일된 서비스명세서를 작성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서비스 질 평
가는 주로 서비스 제공자나 수행자에 의해 이용자의 서비스 질 만족을 예측하는 수준에
서 평가지표를 개발해 왔으며 이러한 척도로 이용자의 실제 만족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7)

2.3 서비스 질의 모형
2.3.1 그랜루스의 서비스 질 모형
그랜루스는 전체 서비스 질이 고객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에게 이 인식된 서비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이
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랜루스의 서비스 질 모형에서 서비스 질에 관한 근본
적인 사고는 패러슈라만과 일치한다. <그림 2-1>는 그랜루스의 서비스 질 모형이다.8)

7) 이상복, “도서관의 이용자중심 서비스 질 평가와 측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1998):265-280.
8) Christian Grönroos, “A Service Quality model and its Marketing im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18:4(1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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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 서비스

서비스 질의
인 식

전통적 마케팅
활동

이 미 지

인식된 서비스

기능적 질
(어떻게?)

기술적 질
(무엇을?)

<그림 2-1> 그랜루스의 서비스 질 모형

2.3.2 크로린의 서비스 질 모형
크로린과 테일러는 서브퀄에 대하여 서비스 질의 개념화와 조직화가 부적절하고, 이용
자의 만족과 서비스 질을 개념적으로 뚜렷이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했다. 서비스 질에 대
한 이들의 새로운 개념적 정의는 서비스 질, 고객만족, 구매 후 행동간의 관련성을 이론적
으로 밝혀 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서비스 질은 성과라고 보고, 성과만을 가지
고도 서비스 질을 측정하면 설득력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한 서비스
질 척도인 서브퍼프(SERVPERF)는 서비스 기업 고객의 서비스 질 지각에 대한 점수를
제공하고, 시간과 특정 고객 집단별로 그 분포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브퍼프 척도는 서
비스 경영자가 고객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수단을 제
공한다. <표 2-2>는 서브퀄 모형과 서브퍼프 모형을 비교한 것9)이다.
<표 2-2> 서브퀄 모형과 서브퍼프 모형 비교
구

분

서브퀄

서 브퍼프

제 안 자

패러슈라만, 자이타믈,베리

크로린, 테일러

모형의 구성

성과-기대

성과

기대의 정의

규범적 기대로 제공해야할 수준

기대 측정 안함

측정 차원

5개 차원 22개 항목

5개 차원 22개 항목

9) J. J. Cronin and S. A. Taylor, "A Measuring Service Quality A Re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56(july.1992):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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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패러슈라만의 서비스 질 모형
패러슈라만(Parasuraman, P. A.), 자이타믈(Zeithmal, V. A.), 베리(Berry, L. L.)의 서비스
질 모형은 서브퀄의 척도로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이 평가를 근거로 서비스 질이 낮게 인식
되는 원인을 갭(Gap)이라 하고, 이들의 원인을 밝혀 서비스 질의 관리에 관한 개념적인 틀
을 도출했다 이것이 갭 모델(Gap Model)이다. 이를 모형화하면 <그림 2-2>10)와 같다.

구전
구전

서비스 기대

이
용
자

제
공
자

과거 경험

개인적 욕구

Gap5
서비스 인식

Gap1

서비스 전달
Gap4

이용자에 대한
외부커뮤니케이션

Gap3
서비스질 명세서
Gap2
이용자 기대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그림2-2> 패러슈라만의 서비스 질 모형

2.3.4 라이브퀄 플러스(LibQUAL+)
서비스 질 평가 이론인 서브퀄을 연구도서관 분야에 적합하도록 수정, 개선하여 라이브
퀄 플러스 모형을 개발 중에 있다. 이는 니테키(Nitecki)와 허논(Hernon)이 예일대학교에
서 실시한 서브퀄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라이브퀄 플러스는 미국연구도서관협회
(ARL)가 주관이 되어 미국 텍사스 에이앤앰 대학교(Texas A&M University) 도서관 연
10) A. Parasuraman, V. A. Zeithaml and L. L. Berry,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49(fall.198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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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팀과 1999년 말부터 2003년까지 4년간의 개발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제1차 년도에는 미
국연구도서관 협회 소속 12개 대학이 참여하였고, 매년 실시되는 웹 설문조사 방식은 수
정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2차 년도에는 40개 이상의 대학도서관
이외의 11개 전문도서관이 참여할 예정이고, 제3차 년도에는 북미뿐 아니라 영국, 뉴질랜
드의 대학들도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다.
라이브퀄 플러스는 연구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를 근거로 서비
스의 기대치, 인식치, 최소한의 기대치와의 사이에 생기는 격차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있
다. <그림 2-3>은 라이브퀄 플러스 모형을 개념적으로 도식화11)한 것이다

서비스 질

서비스
영향

장소

용이한
접근

신뢰성

<그림 2-3> 라이브퀄 플러스 모형

<그림 2-4>12)는 연구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차원의 서비스 질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는
계층적 라이브퀄 플러스 요인의 모형이다. 이 모형은 서비스 영향 차원, 장소 차원, 용이
한 접근성 차원, 신뢰성 차원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서비스 영향 차원은 서브퀄
에서 이용된 확신성, 공감성, 반응성을 한 가지 차원으로 묶은 개념이다. 장소 차원은 물
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의미한다. 즉 서브퀄의 유형성 차원을 보완한 연구, 협동연
구, 휴식 공간 등 이용자들의 실제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의 공간이다. 용이한 접
근성 차원은 이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추가되는 차원으로 기관별 총체적인 장서구성의
수준과 효과적인 장서개발 정책을 의미한다. 신뢰성 차원은 약속, 서비스 수행능력의 정확
성 등이 해당된다.

11) Collen Cook, Fred M. Heath, "User' Perceptions of Library Service Quality : ALibQUAL+
Qualitative Study," Library Trends 49:4(2001):580
12) Collen Cook, Bruce Thomps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Scores from theWeb-Base
LibQUAL+ Study of Perceptions of Library Service Quality," LibraryTrends 49:4(20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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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영향력

도서관 서비스
질

신뢰성

용이한 접근점

망라적 장서구성

유형 성

자가 의존성

<그림 2-4> 계층적 라이브퀄 플러스 요인 모형

2.4 서브퀄(SERVQUAL)
패러슈라만, 자이타믈, 베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갭 모델
(Gap Model)과 서브퀄이라는 평가척도를 개발하였다. 서브퀄은 패러슈라만 등에 의해
1985년에 제시한 갭 모델을 기초로 개발된 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인식을 측
정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서브퀄은 서비스 질을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전
에 가졌던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형성된 인식과의 차이 즉, 기대된
서비스와 인식된 서비스와의 차이로 정의된다.
패러슈라만 등은 1983년부터 1989년 중반까지 7년에 걸쳐 서비스 질에 관한 조사를 실
시하였는데 조사 대상이 되었던 서비스 기업은 기계 정비, 신용카드, 보험, 은행, 증권사,
장거리 전화 등 6개 업종으로서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서비스 질은 고객의 기대와 인식간의 차이이다. 둘째,
고객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구전, 의사소통, 개인적 욕구, 과거의
경험 등임을 밝혔다. 셋째,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해 고객이 사용하는 평가 기준을 10개
의 일반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림 2-5>은 서브퀄의 모형이다.13)

13) A. Parasuraman, V. A. Zeithaml and L. L. Berry, Ibid.,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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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질
구성요소

전통․사상

기업의 약속

구전
의사소통

과거의 경험

개인적 욕구

유형 성
신뢰 성
반응 성
능

력

예

절

기대된 서비스
서
비
스
질
인식된 서비스

신빙 성
안전 성
가용 성
커뮤니케이션
고객이해

참여고객

물질적 자원
기술적 자원

고객접촉직원

<그림 2-5> 서브퀄의 모형

패러슈라만 등은 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10개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중복되는 것을 피하
고 최종적으로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이라는 다섯 가지 차원으로 통합하
였다. <표 2-3>는 서비스 질 결정요인과 통합 차원에 관한 것이다. 서브퀄은 기대문항 22
개, 성과문항 22개로 44개의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14) 서비스 질
결정요인은 <표 2-4>와 같다.

14) A. Parasuraman, V. A. Zeithaml and L. L. Berry, "Refinement and Reassessmentof the
SERVQUAL Scale," Journal of Retailing 67:4(1991):4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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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서비스 질 결정요인과 통합 차원
차

원

정

의

통합차원

유 형성

물적시설, 장비, 사람, 자료의 외양

유 형성

신 뢰성

약속된 서비스를 믿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

신 뢰성

반 응성

이용자를 자발적으로 돕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반 응성

능

력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예

절

일선 근무자의 친절과 배려, 공손함

신 빙성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성, 정직성

안 전성

위험, 의심이 없는 안전함

가 용성

접근 가능성과 쉬운 접촉

커뮤니케이션
고객이해

확 신성

고객의 말에 귀기울이고, 고객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사용

공 감성

고객의 욕구를 알기 위한 노력

<표 2-4> 서브퀄의 서비스 질 결정요인
평가기준

내용

유 형성
(Tangibility)

물리적 시설, 설비, 자료의 외형, 직원의 용모

신 뢰성
(Reliability)

약속한 서비스를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반 응성
(Responsiveness)

이용자를 자발적으로 돕고,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가짐

확 신성
(Assurance)

종업원의 지식과 정중한 예절, 신뢰와 확신을 주는 능력 과 자질

공 감성
(Empathy)

접근이 용이, 의사소통 원할, 개인적 관심과 애정

2.5 선행연구
2.5.1 국내 선행연구
심영은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킨다는 품질관리 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
중치를 도출해 대학도서관의 효용성을 평가하였다.15)
이명희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문헌제공서비스, 정보서
15) 심 영, 도서관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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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시설 및 설비 제공서비스, 이용교육서비스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16)
이상복은 도서관 서비스 품질 측정의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측정 기준을 제시하는 서비스 품질에 관한 정의와 특성, 결정
요인들을 파악하였다.17)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으로는 그랜루스의 서비스 품
질 모형과 패러슈라만 등의 갭(Gap)분석 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서
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고병률은 제주지역 공공도서관 2개관을 대상으로 패러슈라만 등의 서브퀄 22개 항목들
중에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항목 14개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서브퀄 변수 외에 ‘평생교육 서비스’와 ‘문화 타 서비스’변수를 추가
하여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다.18)
윤동원은 16개의 4년제 대학도서관을 선정하고 이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대학도서
관을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서비스 기대 수준과 실제 서비스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19)
그는 캘버트와 허논이 이용한 서비스 품질의 구성항목 101개 중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다
고 생각되는 99개 항목을 채택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나세나는 패러슈라만 등의 서브퀄 모형을 적용하여 전남대학도서관의 이용자들의 서비
스에 대한 기대치와 인식치, 서브퀄 측정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서비
스 유형별로 괴리 분석을 시도하여 서비스별 품질의 수준을 측정하였다.20)
백항기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들을 구분하여 각 집단 간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
다.21) 그는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런 이용자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동시에 각 요인들의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이종권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의 측정 및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가의 도구를 제공하였으며, 그는 공공도서관의 내부
고객 및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요인들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및 고객 형태에
16) 이명희, 대학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평가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
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1993.
17) 이상복, Ibid.
18) 고병률,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만족에 관한 연구,”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
37(1999).
19) 윤동원, 대학도서관 서비스품질의 측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경
영학과, 1999.
20) 나세나, SERVQUAL 평가모형을 이용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질 평가에 관한 연구 : 전남대학교 도
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0.
21) 백항기, 대학도서관의 성과측정 : 서비스질의 구성요인과 고객만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
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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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평가하였다.22)
김윤실은 서브퀄을 이용하여 전국의 전문도서관 중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에
소속된 25개 도서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도서관 서비스를 평가하였다.23) 그녀는
선행변수로 구전효과, 광고, 직원의 헌신정도, 투자의지를 매개변수로는 서브퀄 차원을 이
용하였고, 종속변수로 만족도, 재이용 의도, 이미지로 선정하여 전문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였다.
신학대학도서관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수는 한국의 신학교육 도서관들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와
합리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24) 그는 18개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도서관 자
료, 직원, 자료의 조직, 봉사, 상호대차, 예산, 건물 및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윤치경은 신학대학도서관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인 장서개발기준을 제시하였
다.25) 그는 신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한 9개교를 대상으로 도서관의 장서개발 요인 분석을
위하여, 설문을 통한 일반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장서구성 현황 및 종교분야의 주제
구성 현황을 분석하여 그 요인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안유숙은 우리나라 신학자들의 정보추구 행태의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시
하였다.26)
황명길은 신학대학도서관 중 학부대학, 대학원 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대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과 활성화에 따라 자료, 인적자원, 시설, 정보화, 이용자 서비스 등을
분석하고 이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27)

22) 이종권,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의 고객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
보학과, 2001.
23) 김윤실, 전문도서관의 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
과, 2002.
24) 김영수, 한국신학교육 도서관의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25) 윤치경, 우리나라 신학도서관의 장서개발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1983.
26) 안유숙, 한국신학자들의 정보이용 실태 및 정보의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도서관학 전공, 1991.
27) 황명길, 신학대학교 도서관의 현황분석에 따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서교육전공,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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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외 선행연구
초기의 도서관 평가는 장서의 규모와 같은 단편적인 평가에 치우쳤다. 그러나 올과 랭
커스터 등에 의해 양적 평가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후 도서관의 서비스 질 요소를 중요
시하는 평가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평가로 발전해오고 있다.28)
1990년대 초까지는 도서관에 대한 정량적 평가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객중심의
개념이 도서관에 도입되면서 대학과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중심의 정성적인 평가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버트는 서브퀄 모형을 이용한 이용자 서비스 품질 측정에 관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최초의 연구자이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대학(University of Toronto, Canada)에서 38개 도
시의 공공도서관 상호대차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29)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상
호대차 이행율과 희망하는 자료를 얻기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하여 이용자의 관점과 도서
관의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녀는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준의 기대치와 인식
치를 찾아내기 위하여 서브퀄의 다섯 가지 차원을 이용하였다.
니테키는 1995년에 메릴랜드대학교의 맥캘딘도서관(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McKeldin Library)에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
도서관의 서비스품질을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고객간의 상호작
용 개념과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30)
허논과 니테키는 2000년에 예일 대학교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브퀄 차원을 이
용한 실증연구를 실행하였다.31) 이 연구에서 이용자의 기대와 성과를 축으로 하는 사분면
분석(quadrant scale analysis)을 제시하였다.
최근, 미국연구도서관협회(ARL)가 주관이 되어 미국 텍사스 에이앤앰 대학교(Texas
A&M University) 도서관 연구팀은 미국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서브퀄 모형을 확장
하여 도서관 평가에 보다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라이브퀄 플러스(LibQUAL+)의
실험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학도서관의 질은 전통적으로 장서와 관련해서, 규모를
28) D. L. Goodall, "Performance Measurement : A History Perspective," Journal ofLibrarianship
20:2(1999):128-144.
29) Françoise Hébert, Quality of Interlibrary Borrowing Services in Large Public Libraries in
Canad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1993.
30) Danuta Ann Nitecki, Ibid.
31) Peter Hernon, Danuta A. Nitecki, "Service Quality : A Concept Not for FullyExplored," Library
Trends 49:4(2001):68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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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거나 장서의 주제범위를 측정하는데 관련되어졌다.32) 따라서 도서관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주로 양적인 측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오면서 도서관에 대한 정량
적인 평가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평가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에서의 서비스 질 측정에 관한 서브퀄 모형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한 목적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내 연
구들의 대부분이 도서관 서비스 질 측정도구 개발에 치우쳐 있다. 특히 신학대학도서관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이 도서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것이었고, 신학대학도서
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질의 평가를 실제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었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도서관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로 신학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질의 중요도 인식과 서비스의 기대치, 인식치를 측정하기 위한 연
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3.1.1 개념적 가설
I. 외부이용자간의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외부이용자간의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IV.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
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Danuta Ann Nictecki,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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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조작적 가설
I-1.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2.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3.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4.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5.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1.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2.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3.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4.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차이가 있을
것이다.
II-5.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1.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III-2.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III-3.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III-4.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III-5.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IV-1.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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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
가 있을 것이다.
IV-3.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
가 있을 것이다.
IV-4.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
가 있을 것이다.
IV-5.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나타난 개념적 가설과 조작적 가설을 도식화하면 <그림 3-1>, <그
림 3-2>과 같다.

이 용 자 그 룹

서비스의 중요도
서비스의 기대치
서비스의 인식치

<그림 3-1> 개념적 가설의 도식화

종속변 인

독립변 인

유형성
외부
이용자

학 부생

신뢰성
반응성

대학원생

확신성
내부이용자

공감성

<그림 3-2> 조작적 가설의 도식화

중요도
기대치
인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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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변인 및 측정요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이고, 종속변인은 서비스 질 요인에 대
한 중요도의 인식과 기대치, 인식치로 연구에서 필요한 측정변인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
독립변인은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들의 신분, 연령, 나이에 관한 일반사항을 측정요
인으로 하였다.
2) 종속변인
⑴ 서비스 질 요인
① 유형성(Tangibility)
도서관의 물적 요소로 환경미화, 검색용 컴퓨터, 장서 등의 장비, 서비스 제공자의 외모,
도서관 이용 안내판 및 휴게실 시설의 적절성을 측정요인으로 하였다.
② 신뢰성(Reliability)
도서관 직원들이 이용자에게 약속된 서비스를 믿음직스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업무에 대한 믿음, 업무의 정확성, 업무 처리 절차의 준수를 측정요인으로
하였다.
③ 반응성(Responsiveness)
도서관 직원들이 이용자들을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세로 이용자에 대한
자발적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 이용자의 불만에 따른 신속한 대응, 이용자
의 요구 사항에 대한 사전인지를 측정요인으로 하였다.
④ 확신성(Assurance)
도서관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지식, 이용자들에 대한 친절 정도와 예절을 측정요인으로
하였다.
⑤ 공감성(Empathy)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기울이는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을 포함한다. 도서관에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자를 잘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요인으로 하였다.
⑵ 중요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 질 요인에 중요도의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이때 서비스
질 요인의 합이 100점이 되도록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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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기대치
서비스 질 요인의 기대치는 서브퀄 변인들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된 서비스로 7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⑷ 인식치
서비스 질 요인의 인식치는 서브퀄 변인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된 서비스로 7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3.2 변인의 평가방법 및 기준
현재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서브퀄 척도를 도서관 서비스 질 평
가에 활용 하는데는 측정도구가 너무 복잡하고 정보제품의 질을 평가하는데 평가지표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서브퀄 척도를 활용할 때는 도서관 서비스의 전
반적인 업무 수행과정의 질과 정보제품의 질을 평가하는데 활용되어야 하며 정보제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병행해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3)
본 연구도 도서관 서비스 질 측정을 위해 서브퀄 설문 항목을 기본으로 하였다. 서브퀄
변인를 측정하기 위한 22개 문항으로 이용자들이 해당 도서관에 대하여 갖는 기대치 측
정을 위한 항목 22개(유형성 4개, 신뢰성 5개, 반응성 4개, 확신성 4개, 공감성 5개)와 해
당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실제 인식치 측정을 위한 항목 22개를 대비하여 7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콜만의 고객만족도
설문지(SERVQUL)34)을 사용하여 서비스 질 요인의 5개 문항의 합이 100점이 되도록 측
정하였다. 설문지는 독립변인인 응답자의 일반사항들에 관한 3개 문항, 종속변인인 중요도
의 인식에 관한 5개 문항, 서비스의 기대치, 인식치를 측정하기 위한 22개 문항으로 총 30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변인 및 평가기준은 <표 3-1>과 같다.

33) 이상복, Ibid., p. 278.
34) Vicki Colemann, Yi(Daniel) Xiao, Linda Blair, and Bill Chollett, "Toward aTQM
Paradigm : Using SERVQUAL to Measure Library Service Qual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8:3(May.1997):241.

264 신학과 도서관

<표 3-1> 측정변인 및 평가기준
측정변인

문항

이용자 유형

I-III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기대치
인식치

기대치
인식치

기대치
인식치

기대치
인식치

기대치
인식치

중요도

평가 기준

척도

성별, 연령, 신분, 전공 등의 이용자에 관한 일반사항

1

도서관의 장비의 최신성

2

도서관 건물 및 시설의 시각적 매력

‥

3

도서관 사서들의 용모 단정

‥

4

도서관 자료들이 잘 구비

‥

5

도서관은 이용자와의 약속을 잘 지킴

6

이용자의 문제 해결에 성의 있게 관심을 보임

‥

7

도서관은 처음부터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

‥

8

도서관은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

‥

9

도서관은 정확한 업무처리와 기록 유지

‥

10

서비스가 제공될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줌

Likert 7

11

사서들은 요청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

12

사서들은 이용자에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도움

‥

13

사서들은 아무리 바빠도 이용자의 요청에 응답

‥

14

사서들의 직무관련 행위는 이용자에게 신뢰감

Likert 7

15

사서들은 이용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편안한느낌

‥

16

사서들은 이용자에게 항상 예의바르고 공손함

‥

17

사서들은 이용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지식을 갖추고 있슴

‥

18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기울임

19

개관시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융통성 있게 운영

‥

20

사서들은 이용자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임

‥

21

도서관은 이용자의 최선의 혜택을 주고자함

‥

22

사서들은 이용자의 특수한 요구를 이해하려함

‥

23-27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중요도

Likert 7

Likert 7

Likert 7

총100점

3.3 연구진행
3.3.1 연구의 설계
도서관의 특성을 서비스 기관이라 규정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과 기대치
와 인식치를 측정하였다. 서비스 질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서브퀄 평가
모형을 신학대학도서관 서비스를 평가하는데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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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자료수집
도서관의 서비스 질 평가에 관한 자료는 서울과 경인지역에 있는 신학대학도서관 중에
표본으로 선정된 3개 도서관의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대학별 외부이용
자 80명씩 240명과 내부이용자 24명 총 264명을 2003년 3월 15일부터 2003년 4월 5일까
지 설문지 조사법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3.3.3 표본 도서관 선정
본 연구의 대상 도서관 선정을 위한 자료는 한국도서관협의회에서 간행된 “한국도서관
통계”35)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36)을 참조하여 서울과 경인지역에 있는 21개
의 신학대학도서관 중 3개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이들 통계에 나타난 21개 도서관 중 시
설, 장서 수, 직원 수의 세 가지 조건이 유사한 도서관 3개 대학을 선정하여 표본으로 삼
았다. <부록 II 참조>
선정된 표본 신학대학 도서관의 현황은 <표 3-2>와 같다.

<표 3-1> 측정변인 및 평가기준
현황

건물면적
(평방미터)

장서수 (권)

도서관
직원수 (명)

학생수(명)

A 도서관

3,500

153,678

8

학 부:850
대학원 : 1,552

B 도서관

2,887

170,448

9

학 부 : 1,843
대학원 : 1,899

C 도서관

2,923

148,608

7

학 부 : 2,825
대학원 :985

도서관

35) 한국도서관협회 편,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1.
36)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공편, 교육통계연보,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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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분석 및 가설의 검증

4.1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은 신학대학도서관에 대한 서비스의 중요도 인식과 기대치, 인식치
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년 3월 15일부터 2003년 4월 5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3개 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를 대상으로 각 80부씩 240부와
내부이용자를 대상으로 24부 총 264부를 배포하고 회수한 결과 외부이용자는 239부 내부
이용자는 24부로 총 263부(99%)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부를 미
회수 처리하고 261부(98%)만을 유효한 데이터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학별 설문지 회
수현황은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 도서관 설문 회수 현황
항목
도서관
A 도서관

B 도서관

C 도서관

합계

배부 설문지 수
외부이용자

80 부

내부이용자

8 부

외부이용자

80 부

내부이용자

9 부

외부이용자

80 부

내부이용자

7 부

외부이용자

240 부

내부이용자

24 부

회
수
설문지 수

합계

회수율

87 부

99 %

89 부

100 %

87 부

100 %

263 부

99 %

학 부 생 : 36 부
대학원생 : 43 부
8 부
학 부 생 : 41 부
대학원생 : 39 부
9 부
학 부 생 : 46 부
대학원생 : 34 부
7 부
학 부 생 : 124 부
대학원생 : 115 부
24 부

4.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SPSS 11.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유의확률은 0.05이하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전반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빈도 및 평균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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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두 그룹간의 등분산을 가정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레
벤 테스트(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를 사용하였다. 등분산을 가정 할 경
우(p>=0.05)에 Student T검정 값을 제시하였고,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p<0.05)에
는 Welch T검정 값을 제시하였다.

4.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신학대학도서관의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를 대상으로 261명
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4-2>에 나타난 것처럼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172명으로 65.9%이었고, 여자는 89명으로 34.1%이었다. 연령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20-25세는 90명으로 34.5%, 26-30세는 82명으로 31.4%, 31-35세는 49명으로 18.8%, 36-40
세는 21명으로 8.0%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별로 살펴보면 학부생은 122명으로
46.7%, 대학원생은 115명으로 44.1%, 도서관 직원은 24명 9.2%순이었다.

<표 4-2>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항목

성별

연령

신분

퍼센트(%)

남

자

172

65.9

여

자

89

34.1

합

계

261

100

20 - 25 세

90

34.5

26 - 30 세

82

31.4

31 - 35 세

49

18.8

36 - 40 세

21

8

41 - 45 세

11

4.2

46 - 50 세

3

1.1

51 - 55 세

4

1.5

56 - 60 세

1

0.4

합

계

261

100

학

부 생

122

46.7

대 학원생

115

44.1

직
합계

빈도

원

24

9.2

26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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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신뢰도 검증
신뢰도란 측정도구의 정확성 또는 정밀성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 필요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측정방법인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방법
을 사용하였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5개 요인별로 기대치와 인식치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제시하였다. 측정한 결과 <표 4-3>에 나타났듯이 “유형성”에 대한 기대치는
0.7844, 인식치는 0.7430으로 나타났고,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는 0.9387,인식치는 0.8934
로 나타났다. “반응성”에 대한 기대치는 0.9053, 인식치는 0.8750, “확신성”에 대한 기대치
는 0.8874, 인식치는 0.8995, “공감성”에 대한 기대치는 0.8789, 인식치 0.8940으로 나타났
다. 전체에 대한 기대치는 0.9614, 인식치는 0.958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수들은 Van
de Ven & Ferry의 일반적으로 분석수준에서 요구되는 계수인 0.60보다 높기 때문에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3>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구분

문항수

유형성

Cronbach's alpha
기대치

인식치

4

0.7844

0.7430

신뢰성

5

0.9387

0.8934

반응성

4

0.9053

0.8750

확신성

4

0.8874

0.8995

공감성

5

0.8789

0.8940

전체

22

0.9614

0.9583

4.5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인식
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하여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의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반적
인 중요도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중요도의 합을 100%로 놓고 각
요인의 %의 합을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4-4>에서 나타난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은 유형성의 평균 27.08%,
신뢰성 19.80%, 반응성 18.54%, 확신성 17.66%, 공감성 16.92% 순으로 나타났다. 신학대
학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 중에서 ‘도서관의 물리적 시설, 설비, 자료의 구성 등 외적인 모
양’의 “유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도서관의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인
“공감성”을 가장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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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중요도
서비스 질 요인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중요도
순위

유 형성

261

27.08

15.41

1

신 뢰성

261

19.80

7.68

2

반 응성

261

18.54

8.43

3

확 신성

261

17.66

8.46

4

공 감성

261

16.92

7.79

5

4.6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 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만족
도는 7점을 만점으로 하는 이상적인 기대치의 평균값과 실제 인식치의 평균값을 비교하
여 기대치와 인식치의 차이 값으로 하였다. 기대치와 인식치의 차이 값이 작을 수록 만족
도가 높고, 값이 클수록 만족도가 낮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만족도의 순위를 제시하였다.
<표 4-5>는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것으로 서비스 질
요인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성”에 대하여 이상적인 기대치는 평균 5.60, 실제 인식치는 3.98이었고, 만족도의
평균은 1.62이었다. “유형성” 항목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은 ‘도서관직원들의 용모 단정’이
었고, 가장 만족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 자료들이 잘 구비됨’이었다.
“신뢰성”의 이상적인 기대치는 평균 5.95, 인식치는 4.69이었고, 만족도는 1.26이었다.
“신뢰성”의 하위항목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은 ‘도서관은 이용자와의 약속을 잘 지킴’이었
고, 가장 만족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은 처음부터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함’이었다.
“반응성”의 이상적인 기대치는 평균 5.70, 실제 인식치는 4.19이었고, 만족도는 1.51이었
다. “반응성”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은 ‘도서관 직원들은 요청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함’이었고, 가장 만족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 직원들은 이용자에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도
움’이었다.
“확신성”의 이상적인 기대치는 평균 5.86, 실제 인식치는 4.47이었고, 만족도는 1.39이었
다. “확신성”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은 ‘도서관 직원들은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줌’이었고,
가장 만족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 직원들은 이용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지식을 갖춤’이
었다.
“공감성”의 이상적인 기대치는 평균 5.42, 실제 인식치는 3.75, 만족도는 1.68이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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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은 ‘도서관 직원들은 이용자의 특수한 요구를 이해하려고 함’
이었고, 가장 만족하지 않는 것은 ‘개관시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융통성 있게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하위항목에 관한 만족도는 <부록 III> 참조)
<표 4-5>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만족도
기대 치

인식치

서비스 질 요인

응답
자수

평균(A)

표준
편차

유형성

261

5.60

0.98

3.98

신뢰성

261

5.95

1.08

반응성

261

5.70

확신성

261

공감성

261

표준
평균(B)
편차

만족도

만족
순위

평균
(A-B)

표준
편차

1.02

1.62

1.29

4

4.69

1.14

1.26

1.16

1

1.17

4.19

1.23

1.51

1.43

3

5.86

1.03

4.47

1.25

1.39

1.33

2

5.42

1.19

3.75

1.25

1.68

1.51

5

이상의 분석결과 신학대학도서관 서비스 질에 대한 전반적인 중요도의 인식은 ‘유형성신뢰성-반응성-확신성-공감성’ 순으로, 만족도는 ‘신뢰성-확신성-반응성-유형성-공감성’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질 요인의 하위항목에서는 ‘사서들의 용모단정’과 ‘도서관은 이용
자와 약속을 잘 지킴’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 자료들이 잘 구비됨’과 ‘개관시
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융통성 있게 운영’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하위항목에 관한
만족도는 <부록 III> 참조)

4.7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두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분석법과 두
그룹간의 등분산을 가정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레벤 테스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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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외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중요도 차이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하여 중요도의 합을 100%로 놓고 각 요인의 %의 합을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가설 I - 외부이용자간의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1.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표 4-6>은 외부 이용자들 간의 ‘도서관의 물리적 시설, 설비, 자료의 구성 등 외적인
모양’인 “유형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관한 것이다. “유형성”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대
하여 학부생의 평균은 26.68, 대학원생의 평균은 29.30으로 레벤 테스트 결과 유의확률
0.197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29, p=0.197)
<표 4-6> 외부이용자간의 유형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
서비스 질
응답
요인
자수
유형성

122

학부생

대학원생

레벤테스트

등분산

평균

표준
편차

응답
평균
자수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t

26.68

14.87

115

16.34

0.664

0.416

-1.29

29.30

유의
확률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0.197 -1.29 0.198

가설 I-2.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표 4-7>은 외부이용자들간의 ‘약속한 서비스를 신뢰하고 정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인 “신뢰성”에 관한 중요도의 인식에 대한 것이다. 표에 나타났듯이 “신뢰성”
에 대한 평균이 학부생은 20.93, 대학원생은 18.01로 레벤 테스트 결과 등분산을 가정했을
때의 유의확률 0.003으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985, p=0.003)

272 신학과 도서관

<표 4-7> 외부이용자간의 신뢰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
서비스 질
응답
요인
자수
신뢰성

122

학부생
평균

대학원생
표준 응답
편차 자수

20.93 7.73

115

레벤테스트

등분산

비등분산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18.01

7.29

0.006

0.938

2.985

0.003

2.99

0.003

가설 I-3.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표 4-8>는 외부이용자들간의 ‘이용자를 자발적으로 돕고,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직원의 태도'에 관한 중요도의 인식에 대한 것이다. “반응성”에 대한 중요도의 분석결과
학부생의 평균은 17.97, 대학원생의 평균은 18.57로 레벤 테스트 결과 등분산을 가정했을
때 유의확률 0.596으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53, p=0.596)
<표 4-8> 외부이용자간의 반응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
서비스 질
응답
요인
자수
반 응성

122

학부생

대학원생

레벤테스트

등분산

평균

표준 응답
평균
편차 자수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17.97

7.85

9.44

1.719

0.191

-0.53

0.596

115

18.57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0.53 0.598

가설 I-4.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표 4-9>은 외부이용자들간의 ‘지적이고 겸손한 태도, 신뢰와 확신을 주는 직원의 능
력과 자질’인 “확신성”에 관한 중요도의 인식에 대한 것이다. 학부생의 평균은 17.26, 대학
원생의 평균은 18.00으로 레벤 테스트 결과 유의확률이 0.513으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0.66, p=0.513)
<표 4-9> 외부이용자간의 확신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
서비스 질
응답
요인
자수
확 신성

122

학부생

대학원생

레벤테스트

등분산

평균

표준 응답
편차 자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t

17.26

7.68

18.00

9.61

1.16

0.283

-0.66

115

유의
확률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0.513 -0.6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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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I-5.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표 4-10>는 외부이용자들간의 ‘도서관의 고객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인 “공감성”에
관한 중요도의 인식에 대한 것이다. “공감성”에 관하여 학부생의 평균은 17.16, 대학원생
의 평균은 16.12로 레벤 테스트 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023, p=0.307)
<표 4-10> 외부이용자간의 공감성에 관한 중요도 차이
서비스 질
응답
요인
자수
공 감성

122

학부생

대학원생

레벤테스트

평균

표준 응답
편차 자수

평균

표준
편차

17.16

8.02

16.12

7.63 2.151 0.144

115

F

유의
확률

등분산
t

유의
확률

1.023

0.307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1.025 0.306

가설 I의 검증결과는 외부이용자간의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신뢰성”의 유의
확률이 0.003으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채택되었고, “유형성”의 유의확률은
0.197, “반응성”의 유의확률은 0.596, “확신성”의 유의확률은 0.513, “공감성”의 유의확률은
0.307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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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외부이용자간의 서비스 기대치, 인식치 차이

가설 II - 외부이용자간의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
이다.

가설 II-1.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1>는 외부이용자들간의 ‘도서관의 물리적 시설, 설비, 자료의 구성 등 외적인
모양’인 “유형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관한 것이다.
기대치에 대한 “유형성”의 하위항목을 합한 평균이 학부생은 5.61, 대학원생은 5.55로
레벤 테스트 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두 그룹간의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0.501, p=0.617)
인식치에 대한 “유형성”은 학부생이 3.93, 대학원생이 3.95로 레벤 테스트 결과 유의확
률이 0.05보다 크므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2, p=0.841) 그러나 하위항
목 중 3번 문항은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64, p=0.040)
<표 4-11> 외부이용자간의 유형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 차이
학부생

대학원생

레벤테스트

구분 문항 응답
표준 응답
표준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기
대
치

인
식
치

등분산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1

121

5.65

1.35

115

5.70

1.19

1.191

0.276

-0.257

0.797

-0.258 0.797

2

122

5.48

1.28

115

5.41

1.26

0.190

0.663

0.405

0.686

0.405

0.686

3

122

5.15

1.45

115

5.08

1.33

0.699

0.404

0.384

0.702

0.385

0.701

4

122

6.21

1.19

114

6.05

1.17

0.146

0.703

1.044

0.298

1.044

0.297

합계 122

5.61

1.00

115

5.55

0.99

0.027

0.87

0.501

0.617

0.501

0.617

1

121

3.83

1.30

115

3.98

1.22

1.000

0.318

-0.952

0.342

-0.953 0.341

2

122

3.50

1.27

115

3.77

1.42

2.792

0.096

-1.568

0.118

-1.563 0.120

3

122

4.46

1.19

114

4.11

1.44

3.084

0.080

2.064

0.040

2.051

4

122

3.96

1.36

114

4.03

1.51

1.218

0.271

-0.360

0.719

-0.359 0.720

합계 122

3.93

0.94

115

3.95

1.06

0.743

0.389

-0.2

0.841

-0.2

0.04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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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II-2.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2>은 외부이용자들간의 ‘약속한 서비스를 신뢰하고 정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인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관한 것이다.
기대치에 대한 “신뢰성”의 하위항목을 합한 평균이 학부생은 6.06, 대학원생은 5.75로
레벤 테스트 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28, p=0.034) 하위항목 중 9번
문항을 제외하고 두 그룹간의 기대치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식치에 대한 “신뢰성”의 평균이 학부생은 4.81, 대학원생은 4.43으로 레벤 테스트 결
과 두 그룹간의 인식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02, p=0.01) 하위항목 중 5번, 6번, 9
번 문항들이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12> 외부이용자간의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 차이
구분

기
대
치

인
식
치

학부생
대학원생
문항 응답
표준 응답
표준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레벤테스트
F

유의
확률

등분산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5

122

6.14

1.05

115

5.82

1.23

1.389 0.240

2.164

0.031

2.155

0.032

6

122

6.20

1.07

115

5.86

1.38

2.687 0.103

2.096

0.037

2.081

0.039

7

121

6.02

1.15

115

5.62

1.29

2.694 0.102

2.558

0.011

2.550

0.011

8

121

6.11

1.13

114

5.75

1.29

1.900 0.169

2.291

0.023

2.282

0.023

9

121

5.97

1.21

115

5.77

1.24

0.487 0.486

1.209

0.228

1.208

0.228

합계

122

6.06

1.02

115

5.75

1.18

2.17

0.142

2.128

0.034

2.118

0.035

5

122

5.24

1.16

114

4.76

1.33

0.988 0.321

2.918

0.004

2.905

0.004

6

122

4.78

1.41

115

4.30

1.57

1.878 0.172

2.491

0.013

2.483

0.014

7

120

4.44

1.26

115

4.16

1.42

1.602 0.207

1.634

0.104

1.630

0.105

8

121

4.88

1.21

114

4.54

1.43

8.677 0.004

1.974

0.050

1.964

0.051

9

121

4.87

1.25

115

4.48

1.40

2.020 0.157

2.258

0.025

2.252

0.025

합계

122

4.81

1.03

115

4.43

1.21

3.82

2.602

0.01

2.59

0.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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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II-3.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3>은 외부이용자들간의 ‘이용자를 자발적으로 돕고,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직원의 태도'인 “반응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관한 것이다.
기대치에 대한 “반응성”의 하위항목을 합한 평균이 학부생은 5.82, 대학원생은 5.47이다.
두 그룹간의 레벤 테스트 결과 비등분산을 가정하였을 때 유의확률이 0.025로 두 그룹간
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5, p=0.025) 하위항목 중 10번, 13번 문항이 두 그룹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식치에 대한 “반응성”의 평균이 학부생은 4.31, 대학원생은 3.89로 레벤 테스트 결과
유의확률이 0.007로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05, p=0.007) 하위항목 모두가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13> 외부이용자간의 반응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 차이
학부생

대학원생

구분 문항 응답
표준 응답
표준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기
대
치

인
식
치

레벤테스트

등분산

비등분산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10

122 6.02

1.12

115 5.53

1.46

15.999

0.000

2.885

0.004

2.863

0.005

11

122 5.79

1.23

115 5.47

1.40

1.727

0.190

1.850

0.066

1.843

0.067

12

122 5.58

1.38

115 5.34

1.57

2.201

0.139

1.269

0.206

1.264

0.207

13

122 5.88

1.11

115 5.52

1.46

8.829

0.003

2.117

0.035

2.100

0.037

합계 122 5.82

1.04

115 5.47

1.33

5.655

0.018

2.266

0.024

2.25

0.025

10

122 4.48

1.34

115 4.10

1.39

0.034

0.855

2.139

0.033

2.137

0.034

11

122 4.43

1.27

115 3.97

1.44

1.959

0.163

2.617

0.009

2.607

0.010

12

122 4.01

1.52

115 3.59

1.47

0.005

0.942

2.138

0.034

2.140

0.033

13

121 4.34

1.44

115 3.89

1.50

0.005

0.942

2.368

0.019

2.365

0.019

합계 122 4.31

1.16

115 3.89

1.22

0.187

0.666

2.705

0.007

2.7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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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II-4.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4>는 외부이용자들간의 ‘지적이고 겸손한 태도, 신뢰와 확신을 주는 직원의 능
력과 자질’에 관한 기대치, 인식치에 관한 것이다.
“확신성”에 대한 기대치의 평균은 학부생이 5.97, 대학원생이 5.66으로 레벤 테스트 결
과 비등분산의 유의확률 0.023으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287, p=0.023)
하위항목 중 17번 문항을 제외하고 기대치에 대한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식치의 평균은 학부생이 4.64, 대학원생이 4.17로 레벤 테스트 결과 비등분산의 유의
확률이 0.004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89, p=0.004) 하위항목 모두 두 그
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14> 외부이용자간의 확신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 차이
구분

기
대
치

인
식
치

학부생
대학원생
문
항 응답 평균 표준 응답 평균 표준
자수
편차 자수
편차

레벤테스트

등분산

비등분산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14

122

6.09

0.94

115

5.70 1.39

13.293

0.000

2.521

0.012

2.493

0.014

15

122

5.86

1.14

115

5.50 1.34

5.283

0.022

2.205

0.028

2.194

0.029

16

122

6.02

1.06

115

5.61 1.39

8.121

0.005

2.599

0.010

2.579

0.011

17

122

5.91

1.14

115

5.83 1.16

0.003

0.958

0.561

0.576

0.560

0.576

합
계

122

5.97

0.90

115

5.66 1.16

4.911

0.028

2.304

0.022

2.287

0.023

14

122

4.92

1.38

115

4.47 1.55

2.422

0.121

2.357

0.019

2.349

0.020

15

122

4.43

1.21

115

4.03 1.45

1.823

0.178

2.259

0.025

2.247

0.026

16

122

4.66

1.34

115

4.11 1.66

5.589

0.019

2.820

0.005

2.803

0.006

17

122

4.56

1.40

115

4.08 1.46

0.370

0.544

2.573

0.011

2.570

0.011

합
계

122

4.64

1.12

115

4.17 1.35

6.487

0.012

2.906

0.004

2.8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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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II-5.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외부이용자간의 ‘도서관의 고객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인 “공감성”에 관한 기대치,
인식치 각각의 차이는 <표 4-15>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공감성”에 대한 기대치의 평균
은 학부생이 5.54, 대학원생이 5.23으로 레벤 테스트 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t=1.95, p=0.048)
“공감성”에 대한 인식치의 평균은 학부생이 3.84, 대학원생이 3.43으로 레벤 테스트 결
과 비등분산의 유의확률 0.008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67, p=0.008) “공
감성”의 하위문항 중 18번, 21번, 22번이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15> 외부이용자간의 공감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 차이
구분

기
대
치

인
식
치

학부생
대학원생
문항 응답
표준 응답
표준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레벤테스트

등분산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18

122

5.22

1.49

115 4.97

1.55

0.285

0.594

1.296

0.196

1.295 0.197

19

122

5.80

1.32

114 5.57

1.56

6.142

0.014

1.243

0.215

1.236 0.218

20

122

5.12

1.63

115 4.85

1.48

0.528

0.468

1.333

0.184

1.337 0.182

21

122

5.71

1.24

114 5.38

1.37

2.299

0.131

1.978

0.049

1.972 0.050

22

122

5.82

1.15

115 5.49

1.39

5.963

0.015

2.016

0.045

2.005 0.046

합계

122

5.54

1.13

115 5.23

1.27

1.556

0.213

1.95

0.048

1.944 0.051

18

122

3.60

1.38

115 3.19

1.48

0.236

0.627

2.193

0.029

2.189 0.030

19

122

3.89

1.68

114 3.57

1.65

0.011

0.917

1.453

0.148

1.454 0.147

20

122

3.44

1.44

115 3.20

1.35

0.933

0.335

1.334

0.184

1.336 0.183

21

121

4.09

1.37

114 3.53

1.33

0.011

0.918

3.205

0.002

3.208 0.002

22

122

4.23

1.36

115 3.70

1.38

0.085

0.771

2.948

0.004

2.946 0.004

합계

122

3.84

1.18

115 3.43

1.22

0.003

0.959

2.67

0.008

2.668 0.008

가설 II의 검증결과 외부이용자간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는 "신뢰성"의 유의확률이
0.034, "반응성"은 0.025, "확신성"은 0.023, "공감성"은 0.048로 가설이 채택되었고, "유형성
"의 유의확률은 0.617로 기각되었다.
인식치에 대하여 “신뢰성”의 유의확률이 0.01, “반응성”은 0.007, “확신성”은 0.004, “공
감성”은 0.008로 가설이 채택되었고, “유형성”에 대한 유의확률이 0.841로 두 그룹간의 유
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나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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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중요도 차이

가설 III -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중요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1.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중요도의인식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6>은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도서관의 물리적 시설, 설비, 자료의 구성
등 외적인 모양’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관한 것이다. “유형성”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대하
여 외부이용자는 27.95, 내부이용자는 18.42로 레벤 테스트 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550, p=0.001)
<표 4-16>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유형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서비스 질
응답
표준 응답
표준
요인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유 형 성 237

27.95 15.62

24

레벤테스트
F

18.42 9.77 7.065

등분산

비등분산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0.008

-2.935

0.004

-3.550

0.001

가설 III-2.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중요도의인식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7>은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들간의 ‘약속한 서비스를 신뢰하고 정확하게 수
행 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에 대한 것이다. 표에 나타났듯이 “신뢰성”에 관한 중요도의
인식에 대하여 외부이용자는 19.51, 내부이용자는 22.63으로 레벤 테스트 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930, p=0.004)
<표 4-17>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신뢰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서비스 질
응답
표준 응답
표준
요인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레벤테스트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신 뢰 성 237

0.119

0.730

2.930

0.004

19.51

7.64

24

22.63

7.61

등분산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4.26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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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III-3.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중요도의인식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8>은 외부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들 간의 ‘이용자를 자발적으로 돕고, 즉시 서비
스를 제공하려는 직원의 태도’에 관한 중요도의 인식에 대한 것이다. “반응성”의 중요도
인식에 대하여 외부이용자는 18.26, 내부이용자는 21.38로 분석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910, p=0.066)

<표 4-18>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반응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서비스 질
응답
표준 응답
표준
요인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반 응 성 237

18.26

8.65

24

21.38

레벤테스트
F

5.17 5.706

등분산

비등분산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0.018

-1.903

0.058

-1.910

0.066

가설 III-4.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중요도의인식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표 4-19>은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들간의 ‘지적이고 겸손한 태도, 신뢰와 확신을
주는 직원의 능력과 자질’인 “확신성”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것이다. 외부이용자는 17.62,
내부이용자는 18.08로 레벤 테스트 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두 그룹간의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1.733, p=0.084)
<표 4-19>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확신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서비스 질
요 인 응답 평균 표준 응답 평균 표준
자수
편차 자수
편차
확 신 성 237

17.62

8.66

24

18.08

레벤테스트
F

6.33 1.508

등분산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0.221

-1.733

0.084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2.6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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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III-5.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중요도의인식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0>는 외부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들 간의 ‘도서관의 고객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도’인 “공감성”에 관한 중요도의 인식으로 외부이용자는 16.66, 내부이용자는 19.50으로 분
석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255, p=0.799)
<표 4-20>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공감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서비스 질
요 인 응답 평균 표준 응답 평균 표준
자수
편차 자수
편차
공 감 성 237

16.66

7.84

24

19.50

레벤테스트
F

7.00 1.253

등분산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0.264

-0.255

0.799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0.330 0.745

가설 III의 검증결과는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대하여 “유형성”의 유의확률이 0.001, “신뢰성”은 0.004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 가설이 채택되었고, “반응성”의 유의확률은 0.066,“확신성”은 0.084, “공감성”은 0.799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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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기대치, 인식치 차이

가설 IV -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1.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1>은 외부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들 간의 ‘도서관의 물리적 시설, 설비, 자료의
구성 등 외적인 모양’인 “유형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 각각의 차이이다.
기대치에 대한 “유형성”의 하위항목을 합한 평균이 외부이용자는 5.58, 내부이용자는
5.78로 레벤 테스트 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 두 그룹간의 “유형성”에 대한
기대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959, p=0.338)
인식치에 대하여 외부이용자는 3.94, 내부이용자는 4.35로 분석결과 유의확률이 0.05보
다 크게 나타나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910, p=0.057) 그러나 하위항목인
2번 문항은 유의확률이 0.032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21>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유형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 차이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구분 문항 응답
표준 응답
표준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기
대
치

인
식
치

레벤테스트

등분산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1

236

5.67

1.27

24

6.08

0.97

2.462

0.118

-1.528

0.128

-1.901 0.066

2

237

5.44

1.27

24

5.63

1.01

1.510

0.220

-0.682

0.496

-0.817 0.420

3

237

5.11

1.39

24

5.58

1.25

0.658

0.418

-1.594

0.112

-1.737 0.093

4

236

6.14

1.18

24

5.83

1.01

0.934

0.335

1.210

0.228

1.377

합계 237

5.58

1.00

24

5.78

0.84

0.155

0.694

-0.959

0.338

-1.105 0.278

0.179

1

236

3.90

1.26

24

4.25

1.22

0.066

0.797

-1.291

0.198

-1.321 0.197

2

237

3.63

1.35

23

4.26

1.21

2.058

0.153

-2.150

0.032

-2.344 0.027

3

236

4.29

1.32

24

4.58

1.21

0.511

0.475

-1.048

0.296

-1.126 0.269

4

236

3.99

1.43

24

4.50

1.29

0.275

0.600

-1.672

0.096

-1.826 0.078

합계 237

3.94

1.00

24

4.35

1.13

0.048

0.826

-1.910

0.057

-1.725 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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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IV-2.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2>은 외부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들 간의 ‘약속한 서비스를 신뢰하고 정확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인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관한 것이다.
기대치에 대한 “신뢰성”의 하위항목을 합한 평균이 외부이용자는 5.91, 내부이용자는
6.31로 레벤 테스트 결과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29, p=0.085) 그러나
7번 문항에 대하여는 유의확률이 0.034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식치에 대하여 외부이용자는 4.63, 내부이용자는 5.28로 분석결과 유의확률이 0.05보
다 작게 나타나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692, p=0.008) 하위항목 중 6번,
7번, 8번 문항들이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22>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 차이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구분 문항 응답
표준 응답
표준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기
대
치

인
식
치

레벤테스트

등분산

비등분산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5

237

5.98 1.15

24

6.25

0.99

0.125

0.724

-1.093

0.275

-1.239

0.225

6

237

6.03 1.24

24

6.38

0.71

1.569

0.211

-1.323

0.187

-2.055

0.047

7

236

5.83 1.24

24

6.38

0.71

3.797

0.052

-2.134

0.034

-3.306

0.002

8

235

5.93 1.22

24

6.38

0.82

1.276

0.260

-1.736

0.084

-2.380

0.023

9

236

5.87 1.23

24

6.17

1.01

0.258

0.612

-1.134

0.258

-1.332

0.193

합계 237

5.91 1.11

24

6.31

0.66

3.619

0.058

-1.729

0.085

-2.620

0.013

5

236

5.01 1.27

24

5.21

1.10

0.257

0.612

-0.744

0.458

-0.834

0.411

6

237

4.54 1.51

24

5.46

1.06

5.222

0.023

-2.895

0.004

-3.841

0.001

7

235

4.30 1.34

23

5.52

0.95

2.773

0.097

-4.252

0.000

-5.645

0.000

8

235

4.72 1.33

24

5.46

1.02

2.227

0.137

-2.644

0.009

-3.276

0.003

9

236

4.68 1.34

24

4.96

1.12

1.495

0.223

-0.993

0.322

-1.144

0.262

합계 237

4.63 1.14

24

5.28

0.97

1.557

0.213

-2.692

0.008

-3.07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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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IV-3.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기대치,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3>는 외부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들 간의 ‘이용자를 자발적으로 돕고, 즉시 서비
스를 제공하려는 직원의 태도’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관한 것이다.
기대치에 대한 “반응성”의 하위항목을 합한 평균이 외부이용자는 5.65, 내부이용자는
6.21로 레벤 테스트 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두 그룹간의 기대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768, p=0.000) 하위항목 중 10번 문항을 제외하고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식치에 대하여 외부이용자는 4.10, 내부이용자는 5.05로 분석결과 유의확률이 0.05보
다 작으므로 두 그룹간의 인식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700, p=0.000) “반응성”에
대한 모든 하위항목이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23>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반응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 차이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구분 문항 응답
표준 응답
표준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기
대
치

인
식
치

레벤테스트

등분산

비등분산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10

237

5.78

1.32

24

6.08

0.97

2.932

0.088

-1.096

0.274

-1.399

0.172

11

237

5.63

1.33

24

6.25

0.74

8.372

0.004

-2.242

0.026

-3.559

0.001

12

237

5.46

1.47

24

6.13

0.99

7.537

0.006

-2.145

0.033

-2.951

0.006

13

237

5.70

1.30

24

6.38

0.58

9.833

0.002

-2.497

0.013

-4.631

0.000

합계

237

5.65

1.20

24

6.21

0.62

6.153

0.014

-2.263

0.024

-3.768

0.000

10

237

4.30

1.37

24

5.08

1.14

1.661

0.199

-2.700

0.007

-3.147

0.004

11

237

4.20

1.37

24

5.13

1.19

0.635

0.426

-3.174

0.002

-3.563

0.001

12

237

3.81

1.51

24

4.75

1.51

0.206

0.651

-2.916

0.004

-2.917

0.007

13

236

4.12

1.48

24

5.25

1.19

0.964

0.327

-3.626

0.000

-4.334

0.000

합계

237

4.10

1.21

24

5.05

1.12

0.227

0.634

-3.700

0.000

-3.93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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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IV-4.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기대치,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4>는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지적이고 겸손한 태도, 신뢰와 확신을 주
는 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기대치, 인식치에 대한 것이다.
“확신성”에 대한 기대치의 평균은 학부생이 5.82, 대학원생이 6.24로 레벤 테스트 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1.916, p=0.049)
인식치에 대하여 외부이용자가 4.41, 내부이용자가 5.02로 레벤 테스트 결과 유의확률이
0.024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74, p=0.024) “확신성”의 하위항목 중 14
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24>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확신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 차이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구분 문항 응답
표준 응답
표준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기
대
치

인
식
치

레벤테스트
F

등분산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14

237

5.90

1.19

24

6.33 0.82 1.295

0.256

-1.728

0.085

-2.342 0.025

15

237

5.69

1.25

24

6.04 0.86 2.354

0.126

-1.350

0.178

-1.831 0.076

16

237

5.82

1.25

24

6.21 0.83 1.339

0.248

-1.481

0.140

-2.047 0.048

17

237

5.87

1.15

24

6.38 0.77 1.203

0.274

-2.109

0.036

-2.909 0.006

합계

237

5.82

1.05

24

6.24 0.71 1.483

0.224

-1.916

0.049

-2.632 0.013

14

237

4.70

1.48

24

5.17 1.09 3.381

0.067

-1.503

0.134

-1.924 0.063

15

237

4.24

1.34

24

4.88 1.19 0.088

0.767

-2.239

0.026

-2.472 0.019

16

237

4.40

1.52

24

5.08 1.25 1.010

0.316

-2.134

0.034

-2.512 0.018

17

237

4.32

1.45

24

4.96 1.33 0.609

0.436

-2.054

0.041

-2.198 0.036

합계

237

4.41

1.26

24

5.02 1.11 0.431

0.512

-2.274

0.024

-2.5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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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IV-5.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기대치,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4-25>는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들간의 ‘도서관의 고객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인 “공감성”에 관한 기대치, 인식치에 대한 것이다.
“공감성”에 대한 기대치의 평균은 외부이용자가 5.39, 내부이용자가 5.78로 레벤 테스트
결과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524, p=0.129) 그러나 하위문항인 21번에 있
어서는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53, p=0.039)
인식치에 대하여 외부이용자가 3.64, 내부이용자는 4.82로 분석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
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555, p=0.000) 인식치에 대한 “공감성”의 하
위항목 모두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25>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공감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 차이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구분 문항 응답
표준 응답
표준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기
대
치

인
식
치

레벤테스트

등분산

비등분산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18

237

5.10 1.52

24

5.42

1.21

0.934

0.335

-0.997

0.320

-1.199

0.240

19

236

5.69 1.44

24

5.88

1.19

0.984

0.322

-0.605

0.545

-0.707

0.485

20

237

4.99 1.56

24

5.46

1.22

0.748

0.388

-1.418

0.158

-1.741

0.091

21

236

5.55 1.31

24

6.00

0.93

4.669

0.032

-1.635

0.103

-2.153

0.039

22

237

5.66 1.28

24

6.13

0.99

2.425

0.121

-1.736

0.084

-2.133

0.041

합계 237

5.39 1.21

24

5.78

0.90

1.302

0.255

-1.524

0.129

-1.938

0.061

18

237

3.40 1.44

24

4.38

1.31

0.562

0.454

-3.183

0.002

-3.433

0.002

19

236

3.73 1.67

24

5.21

1.53

0.710

0.400

-4.156

0.000

-4.457

0.000

20

237

3.32 1.40

24

4.33

1.31

0.451

0.502

-3.377

0.001

-3.575

0.001

21

235

3.82 1.38

24

4.92

1.02

3.988

0.047

-3.807

0.000

-4.858

0.000

22

237

3.97 1.39

24

5.25

1.29

0.002

0.965

-4.301

0.000

-4.568

0.000

합계 237

3.64 1.22

24

4.82

1.09

0.464

0.496

-4.555

0.000

-4.967

0.000

가설 IV의 검증결과는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 간의 기대치에 대하여 “반응성”의 유
의확률이 0.000, “확신성”이 0.049로 채택되었고, “유형성”의 유의확률은 0.338, “신뢰성”은
0.085, “공감성”이 0.129로 기각되었다.
인식치에 대하여 “신뢰성”의 유의확률이 0.008로, “반응성”은 0.000, “확신성”은 0.024,
“공감성”은 0.000으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고, “유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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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은 0.057로 기각되었다.
이상과 같이 연구에 설계된 서비스의 중요도 인식과 서비스의 기대치, 인식치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4-26>과 <표 4-27>로 나타내었다.
<표 4-26> 서비스의 중요도, 기대치, 인식치에 관한 결과
학부생
대학원생
중요도 응답
표준 응답
표준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레벤테스트
F

유의
확률

가 유형성 122 26.68 14.87 115 29.30 16.34 0.664 0.416
설
신뢰성 122 20.93 7.73 115 18.01 7.29 0.006 0.938
I
반응성 122 17.97 7.85 115 18.57 9.44 1.719 0.191

등분산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1.29

0.197

-1.29

0.198

2.985

0.003

2.99

0.003

-0.53

0.596

-0.53

0.598

확신성 122 17.26 7.68

115 18.00 9.61

1.16

0.283

-0.66

0.513

-0.65

0.516

공감성 122 17.16 8.02

115 16.12 7.63

2.151 0.144

1.023

0.307

1.025

0.306

대학원생

레벤테스트

학부생

구 분 응답
표준 응답
표준
유의
가
평균
평균
F
자수
편차 자수
편차
확률
설
II 기대치 122 5.80 0.89 115 5.53 1.06 3.771 0.053
인식치 122

4.31

0.94

115

3.97

1.07

1.717 0.191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중요도 응답
표준 응답
표준
평균
평균
자수
편차 자수
편차

레벤테스트
F

유의
확률

등분산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2.123

0.035

2.113

0.036

2.587

0.01

2.578

0.011

등분산
유의
확률

t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가 유형성 237 27.95 15.62
설
신뢰성 237 19.51 7.64
III
반응성 237 18.26 8.65

24

18.42 9.77

7.065 0.008 -2.935

0.004

-3.550 0.001

24

22.63 7.61

0.119 0.730

2.930

0.004

4.262

24

21.38 5.17

5.706 0.018 -1.903

0.058

-1.910 0.066

확신성 237 17.62 8.66

24

18.08 6.33

1.508 0.221 -1.733

0.084

-2.610 0.013

공감성 237 16.66 7.84

24

19.50 7.00

1.253 0.264 -0.255

0.799

-0.330 0.745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

가 구분 응답 평균 표준 응답 평균 표준
자수
편차 자수
편차
설
IV 기대치 237 5.67 0.99 24 6.06 0.65
인식치 237

4.14

1.02

24

4.92

0.96

레벤테스트
F
2.36

유의
확률

등분산
t

0.126 -1.911

0.401 0.527

-3.57

유의
확률

0.000

비등분산
t

유의
확률

0.057

-2.667 0.012

0.000

-3.74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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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가설 검증 결과
분류

가
설
I

가
설
II

가설
번호

가설내 용

I-1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중요도의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I-2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중요도의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I-3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중요도의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I-4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중요도의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I-5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중요도의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II-1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II-2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II-3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II-4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II-5

학부생과 대학원생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기대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채택여부

기
각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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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가
설
III

가
설
IV

가설
번호

가설내 용

III-1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중요 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III-2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중요 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III-3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중요 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III-4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중요 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III-5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중요 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IV-1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유형성에 대한 기대 치,
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채택여부

기
각

기각
(기대치)

IV-2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기대
치,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3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반응성에 대한 기대
치,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IV-4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확신성에 대한 기대
치,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IV-5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 공감성에 대한 기대
치,인식치에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인식치)

기각
(기대치)
채택
(인식치)

기
각
․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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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질 평가로 신학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과 서비스의 기대치와 인식치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는 “신뢰성”을 제외하
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부생은 ‘유형성-신뢰성-반응성-확신성-공감성’ 순으로,
대학원생은 ‘유형성-반응성-신뢰성-확신성-공감성’ 순으로 순위에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외부이용자간의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기대치는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학부생은 ‘신뢰성-확신성-반응성-유형성-공감성’ 순
으로, 대학원생은 ‘신뢰성-확신성-유형성-반응성-공감성’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
인식치는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학부생
과 대학원생이 ‘신뢰성-확신성-반응성-유형성-공감성’ 순으로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은
“유형성”, “신뢰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외부이용자는 ‘유형성-신뢰성-반응성-확신
성-공감성’ 순으로 내부이용자는 ‘신뢰성-반응성-공감성-유형성-확신성’ 순으로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넷째,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도서관 서비스 질 요인에 대한 기대치에 있어서
“반응성”, “확신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외부이용자는 ‘신뢰성-확신성-유형성-반응
성-공감성’ 순으로 내부이용자는 ‘신뢰성-확신성-반응성-유형성-공감성’ 순으로 나타났다.
인식치는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에 대하여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외부이용자는 ‘신뢰성-확신성-반응성-유형성-공감성’ 순으로, 내부이용자는 ‘신뢰
성-반응성-확신성-공감성-유형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신학대학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하여 외부이용자간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와 인식치,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간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외부이용자간의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과 외부이용자와 내
부이용자간의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 서비스의 기대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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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1)

차 례

1. 서 론
2.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 협력활동의 발전
3. 신학대학도서관 협력활동에 대한 조사 분석 4. 결론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의 급격한 증가와 학문의 전문화, 다양화에 의해 매우 빠르게 변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개별도서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도서관간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협력활동의 내용도 상당히 광범
위하고 조직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협력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둘 이상의 대상자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분업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됨을 의미2)한다. 또한 도서관 용어
사전에서 “co-operative”라는 용어는 자원을 공유하고 비용을 효율적 그리고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분배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상호 도움이 되도록 형성된 도서관 및 유사 기
관의 연합3)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 협력활동은 복수의 도서관이 각 도서
1) 중앙대 교육대학원 논문, 성공회대학 도서관 사서
2) 이우범. “디지털도서관 간의 상호 정보교류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3), 2000.
pp.200.
3) Raymond John Prytherch, compiled by. Harrod's Librarians' Glossary. Aldershot : Gower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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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간의 자원을 상호 협동적으로 운영․이용하면서 개별도서관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나
가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 도서관이나 오늘날의 디지털 도서관에서나 협력활동은 도서관 경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도서관들은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체제를 형성하
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출판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출판물 가격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도서관 예산의 증가는 산술급수적 증가에
머무르고 있어 제공해야 할 정보와 도서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
는 상황4)에서 개별도서관들의 상호협력활동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또한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서관간의 협력활동은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라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간의 이해관계와 도서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에 의
하여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경우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라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은 도서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잇점에도 불구하고 개별도서관들의 제반 여건
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신학대학도서관간의 협력활동이 활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신학대학도서관 상호간의 이해 및 협력 부족, 신학대학 당국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지
원 미흡, 도서관의 인적 물적 자원 부족, 제도적 정비 및 표준화된 지침 마련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신학대학도서관 상호간의 협력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제 전문도서관으로써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 즉 한
국신학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협력활동 중에서 분담수서, 종합서지DB
구축, 상호대차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협력활동으로 제한하여 분
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활동의 내용이 대부분 개별도서관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상당히 포괄적이다.
둘째, 협력활동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협력활동에 대한 기준이 아직도 명확하게 확립되
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분담수서, 종합서지DB 구축, 상호대차의 상호연계성이다. 즉, 도서관간의 분담수
서에서 시작되는 협력활동의 결과가 종합서지DB구축으로 수행되며 이러한 협력활동은 이
용자가 회원도서관간의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호대차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Co., 1995. p.167.
4) Paul H. Mosher. Real Access as the Paradigm of the Nineties, in The Future of Resource
Sharing. ed. by Shirley K. Baker & Mary E. Jackson. New York : Haworth Press, 1995. p.40.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293

넷째,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협력활동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협력활동이다.
그러므로 도서관 경영의 합리화와 이용자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활동이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력활동
이 회원도서관간에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에 관한 내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신학대학도서관의 특성과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신학도서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협력활동
에 관하여 고찰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둘째, 협력활동이 어느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영국과 미국의 신학도서관협
의회 현황 및 협력활동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한국신학도서관협의
회의 협력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에 관한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 중 53개의 신학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을 53개 도서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신학
도서관협의회에 가입된 교회 및 기관 소속 신학도서관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부
합되는 신학대학도서관이 53개관이기 때문이다.
자료분석을 위한 표본 선정은 53개 신학대학도서관 중 설문에 응답할 수 없는 4개의
신학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사서 49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일반적인 사항, 분담수서, 종합서지DB 구축, 상호대차의 4개 범주
로 구성된 35문항의 설문지에 의해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및 방법은 2003년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17일간 전자우편과 전화에 의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10.0 windows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에 의해
통계 처리하였다.
넷째, 위의 연구 방법을 통하여 분담수서, 종합서지DB 구축, 상호대차에 관한 협력활동
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협력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신학대학도서관 중에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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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도서관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분담수서, 종합서지DB 구축, 상호대차만을 협
력활동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여타의 협력활동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근간이 되는
협력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문 조사에서 1,
2, 3, 4, 5 순위에 대한 문항은 조사 결과 변별력이 없어서 다중 응답에 의한 평점으로 분
석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전체 신학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협력활동에 관한 구체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선행연구
도서관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논문의 기초자료로써 시사
점을 제공하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3.1 국내의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도서관 협력에 관한 연구가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과 관련
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창근은 1994년에 발표한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에 설립된 도서관 상호협력기구, 즉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국
교육대학도서관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
관협의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연구단지정보관리협의회, 한국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
회, 대전․충남지역대학도서관협의회 등 9개 도서관협의회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 상호협력기구는 7개이고 대부분의 도서관상호협력
기구는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도서관상호협력
기구의 협력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목록의 발행과 신속한 갱신, 정보자료의 이용
요금 지불제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협력기구는 문서 관리와 보존
에 철저해야 하며 정보자료의 공동 이용을 중심으로 공동수서, 분담목록, 공동보존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실행, 시스템 자동화, 데이터 통신기술의 도
입, 도서관 주변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도서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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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도서관상호협력기구에 대한 활성화 지원과 전국 규모의 복합적인 도서관상호협력기
구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에서 육성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모든 구성원들의 도서관상호협
력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중요하다5)고 역설하였다.
본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수는 1979년에 발표한 ‘한국신학교육 도서관의 실태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18개교
의 신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그 실태를 행정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으로 구
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행정면에서는 도서관장의 전문직 임명, 전문사서의 인력수급,
대학경상비의 15∼20%를 도서관 예산으로 책정하고 운영면에서는
자료의 질적․양적 확충, DDC 분류법으로 통일, 대학당국의 관심, 이용자 서비스에 대
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신학도서관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기구로 한
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재정 확보와 행정적 추진력을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하여야 한
다6)고 역설하였다.
정낙준은 1972년에 발표한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 : 자료의 이용․수집․보관을 중심
으로’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즉 연대, 이대, 서강대를 중심으로 협력 활동의
일반적인 상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협력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 당
국의 이해, 협력활동을 위한 위원회 구성, 전문직원의 배치, 도서관인들간의 정규적 모임,
재정적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7)고 주장하였다.
박종근은 1984년에 발표한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이라는 논문에서 도서관 봉사를 보
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역설하면서 상호협력하려는 의지와 적극적인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협력사항
에 대한 체제 및 규약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
고 상호협력은 국내외에 상호 유사성이나 동질성이 있는 기관끼리 도서관의 기능에 따라
수서, 정리, 보존, 이용 및 기타 사업별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8)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수행한 연구가 대다수로써 상호협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학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협력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5) 김창근.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 균관대학교
대학원, 1994. pp.1-208.
6) 김영수. 한국 신학교육 도서관의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pp.1-99.
7) 정낙준.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 : 자료의 이용․수집․보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1972. pp.1-184.
8) 박종근. “대학도서관의 상호협력.” 도서관, 39(6), 198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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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국외의 선행연구
Clive Field는 1998년에 발표한 ‘Library Collaboration in a Regional and National
Context : A View from Higher Education’이라는 논문에서 West Midlands 지역을 중심
으로 한 대학도서관 협력과 국가 차원에서의 대학도서관 협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지
역과 국가도서관 사이에서 신학도서관들이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
다. 그는 Birmingham대학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도전은 규모가 작은 신학도서관이 직
면하고 있는 문제와 같다고 지적하면서 자료의 양이 방대할수록 이용자의 규모와 요구도
역시 다양화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료의 특성화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Birmingham지역은 신학에 대한 폭 넓은 연구 인원과 신학 교육의 우수성이 다른 지역
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포된 신학도서관의 자원에 대한 협력적 거래는
Birmingham Theological Libraries Group(BTLG)과 이들의 모체기관에 확실한 기회와 잠
재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9) 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외에 본 연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논문으로는 Jacqueline D. Sisson의 1975년에
발표한 ‘Cooperation Among Art Libraries’라는 논문이 있다. Art Research Libraries of
Ohio(ARLO)의 협력 프로그램은 도시, 지역 또는 국가의 특성화된 자료에 대한 집중 구입,
연속간행물의 지역별 종합 리스트와 책임 분담의 편집물, 복본의 교환, 지역의 전산화된 서
지 통정의 확립 등으로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협력 프로그램에 고가의 자료에 대한 협력적 구입, 상호대차 정책, 기사의 중복 복
사에 대한 가격 감소, 중복 연속 간행물과 서지체크의 교환 등을 추가하여 협력 프로그램
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회원들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참여는 협력 프로그
램의 수행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확대하
여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10)고 주장하였다.
Penelope R. Hall은 1997년에 발표한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 past foundation, present from and plans for the future’라는 논문에서 신학
도서관 단체의 국제위원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961년 이후부터 시작된 신학도서관 단
체의 국제위원회는 처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3개국의 참여로 시
작하여 현재는 12개 국가의 협의회와 3개의 특별한 회원 조직 및 그에 따른 조직 등으로

9) Clive Field. “Library Collaboration in a Regional and National Context : a view from higher
education.” Bulletin of ABTAPL, 5(3), 1998.
10) Jacqueline D. Sisson. “Cooperation Among Art Libraries.” Library Trends, 23(3), 1975,
pp.5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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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확대되었다. 초기의 위원회에서는 ‘Scripta Recenter Edita’라는 국제적 서지 출
판물과 신학도서관들을 위한 국제적 서점의 설립, 절판도서의 교환을 위한 프로그램, 신학
정기간행물의 서지 출판물인 ‘Clavis Periodicorum’등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1970년에 들어오면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제 위원회의 명칭
도 ‘Conseil International des Associations des Bibliotheques de theologie’로 바뀌었다.
1990년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을 비롯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 2000개가 넘는 신학도서관들이 국제위원회에 가입하였다. 문화와 언어 및 도서관
기술과 교회 구조의 다양성은 국제위원회의 장해요인이지만 이러한 장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도구 및 종교, 신학과 성서 연구의 분야에 적용하는 다양한 유럽 언
어의 색인화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위원회는 전 세계 신
학도서관들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11)이라고 역설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도서관 협력에 관한 방법 조사이거나 신학
도서관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들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본 연구자가 조사한 범위 내
에서는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 협력활동의 발전

본 장에서는 신학대학도서관의 특성과 현황, 그리고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협력활동
을 고찰하고 국외 신학도서관협의회의 협력활동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1) Penelope R. Hall.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 past
foundation, present from and plans for the future.” Bulletin of ABTAPL, 4(3), 1997.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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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학대학도서관의 특성 및 현황
2.1.1 신학대학도서관의 특성
신학대학도서관은 인문과학 분야 중 하나인 신학이라는 특수 주제를 다루는 주제 전문
도서관으로써 그 역사는 중세의 수도원 도서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수도원도서관
은 출판문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수도원 도서관은 도서실과 서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사실은 수사들이 서적의 필사
와 장식 및 제본을 하는 곳이었다. 13세기까지의 수도원 도서관은 몇백권이거나 그보다
좀 모자라는 작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다. 소장된 문헌은 주로 종교문헌으로 성경, 초기
교회 신부들의 저서, 주해서, 성인들의 생애와 교회의 미사에 필요한 도서를 소장하였다.
또한 라틴어 교과서와 문법책, 몇권의 라틴 고전, 그리고 아마도 얼마간의 지방 문학과 역
사를 소장하였을 것이다.
도서관의 수서는 도서를 사자실에서 직접 필사하거나 기증을 받았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구입도 하였다. 또한 꼭 필요한 도서를 빌려서 읽거나 문헌을 복사하기 위해 정기적으
로 수도원 도서관간에 상호대출을 하였다. 도서는 대략 주제에 의해서 분류되었으며 때로
는 도서의 크기나 수입순에 의해 분류되기도 하였다.12) 이처럼 도서관간 협력활동은 이미
중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수도원 도서관의 명맥을 이어온 신학도서관은 근대에 이르러 지역사회의 교
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19세기에 이르러 신학교와 신학 도서관
의 성장이 싹트기 시작했다. 신학교육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Andover도서관이 하버드
도서관과 병합됨으로써 최신자료 뿐 아니라 연구자료와 구하기 힘든 희귀본을 소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당시 장서수 62,000권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서관 중의 하
나가 되었다.13) 이 도서관이 오늘날 하버드대 신학도서관의 전신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01년에 장로교 선교사에 의한 장로교단 신학대학 설립을 시초로
각 교파별로 신학대학들이 설립됨으로써 신학대학도서관들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도서관은 대학사 이전에 성장하였고 교회사와 더불어 발전하였으며 전적으
로 기독교의 토양 위에서 건립, 진흥되었다고 할 수 있다.14)
12) Michael H. Harris 저. 전명숙, 정연경 역. 서양도서관사. 서울 : 지문사, 1991. pp.117-119.
13) Dikran Y. Hadidian. Seminary Libraries,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7. ed. by Allen Kent, Harold Lancour, Jay E. Daily. New York : Marcel Dekker, 1979.
pp.221-222.
14) 김창의. “신학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 신학도서관 운영의 과학화.” 도협월보, 14(6), 1973.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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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학대학도서관은 도서관 문화의 개척자로서 인류의 문화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상황을 보면 장서의 양과 질, 전문직원, 예
산,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일반대학도서관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다.
김창의는 신학대학도서관의 특성으로 ① 예산, ② 자료, ③ 시설, ④ 전문인, ⑤ 운영15)
을 들고 있다.
윤치경은 신학도서관의 특성을 ① 장서구성, ② 봉사, ③ 시설16)로 나누었다. 안유숙은
① 장서구성, ② 도서분류17)로 구분하였다.
수도원 도서관의 특성을 이혜정은 ① 장서 수서 방법 및 내용, ② 도서의 분류 및 이
용, ③ 도서관 건물 관리 및 보관 업무, ④ 수도승 사서의 임무, ⑤ 서사실18)로 나누었다.
M. H. Harris는 ① 수서방법, ② 장서내용, ③ 서비스, ④ 분류 및 목록, ⑤ 사서, ⑥ 시
설19)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기준을 살펴보면 ALA에서는 ① 서비스, ② 장서, ③ 직원, ④ 기능,
⑤ 경영과 관리, ⑥ 재정20)으로 구분하였다. 송영희는 ① 자료, ② 시설, ③ 직원, ④ 봉사,
⑤ 조직 및 운영, ⑥ 재정21)으로 나누었다. 이병목은 ① 자료, ② 직원, ③ 시설, ④ 경영,
⑤ 재정, ⑥ 봉사22)로 구분하였다.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ollege
Libraries Section Standards Committee는 ① 기획, 평가와 결과 평가, ② 서비스, ③ 교
육, ④ 자원, ⑤ 접근, ⑥ 직원, ⑦ 시설, ⑧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⑨ 관리, ⑩ 예산23)으로
구분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위원회에서는 대학도서관 평가 기준을 ① 이용자서비스, ②
정보화, ③ 자료, ④ 인적자원, ⑤ 시설, ⑥ 예산24)으로 그 항목을 나누었다. 이상의 개인
및 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15) 김창의. “신학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 신학도서관 운영의 과학화.” 도협월보, 14(6), 1973. p.13.
16) 윤치경. 우리나라 신학도서관의 장서개발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1984. pp.6-7.
17) 안유숙. 한국 신학자들의 정보 이용 실태 및 정보 의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 학교 대학
원, 1991. pp.11-14.
18) 이혜정. 중세 수도원 도서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pp.42-52.
19) Michael H. Harris 저. 전명숙, 정연경 역. 서양도서관사. 서울 : 지문사, 1991. pp.118-122.
20)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Standards for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40(2), 1979. pp.101-107.
21) 송영희.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동의논집, 5, 1981. p.225.
22) 이병목. 대학도서관기준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구미무역출판부, 1985. p.53.
23) http://www.ala.org/acrl/guides/college.html [2003. 2/21]
24)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위원회. 대학도서관 평가 기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1.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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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서관 기준
요소

커뮤니
분류 정보화 교육 케이션
/협력

장서

봉사
대상

예산

직원

시설

조직

김창의

○

×

○

○

○

○

×

×

×

×

송영희

○

○

○

○

○

○

×

×

×

×

안유숙

○

×

×

×

×

×

○

×

×

×

윤치경

○

○

×

×

○

×

×

×

×

×

이병목

○

○

○

○

○

○

×

×

×

×

이혜정

○

×

×

○

○

×

○

×

×

×

M.H. Harris

○

○

×

○

○

×

○

×

×

×

한국 도서관협회

○

○

○

○

○

×

×

○

×

×

미국 도서관협회

○

○

○

○

○

○

×

×

×

×

ACRL

○

○

○

○

○

○

×

×

○

○

개인 및
기관명

상기 <표 1>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6가지 요소를 공통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항에서는 신학대학도서관의 특성을 장서개발, 봉사대상, 예산, 직원, 시설, 조직으로 나
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장서개발
장서개발이란 도서관의 목표, 이용자의 요구 그리고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서개발의 장
단기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의하여 도서관 장서를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25)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장서개발의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평가, 장서의 균
형 유지, 출판량 급증 대처, 커뮤니케이션 수단, 도서관 협력, 공간문제, 공중에 대한 홍보
그리고 선택자의 개인적 편견 배제 등 제반 문제를 고려하여 해결하려는데 있다.26)
신학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은 그 도서관이 속해 있는 교단의 특성에 따라 장서를 달리
한다. 즉, 신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개별 신학대학도서
관들은 모체 기관의 교육 목표와 교리에 의해 장서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학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은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비도서 자료 등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디지털화에 의한 전자자료의 발전은 매우

25) 류인석. “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과 지침 작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22, 1992. p.116.
26) 류인석. “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과 지침 작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22, 1992.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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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학대학도서관도 전자자료에 관심을 가져서 컨
소시엄에 의한 전자잡지의 구독과 더불어 각 신학대학도서관의 특성화된 실물자료, 즉 신
학대학 교단 소속 교회의 회의록, 전도지, 주보, 주일학교 교재, 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부
터 디지털화해야 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서 신학대학들이 일반대학화 되어감에 따라 교육목표도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학 이외의 자료 구입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각 신학대학들
의 교육목표와 교육이념에 맞게 장서 구성의 균형을 위하여 다양하고 총체적인 장서 구
입과 질적인 장서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봉사대상
신학대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과 달리 다양한 이해집단이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
지하고 발전하는 조직체이다. 따라서 소속 교단의 지원금과 교인들의 기부금이 신학대학
도서관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일반 대학도서관에 비해 봉사대상이 광범위하
다. 즉, 교수, 학생, 직원 등의 대학 내 구성원과 신학대학 소속 교단의 목사(신부), 전도
사, 선교사, 평신도, 복지기관, 선교단체, 각종 종교단체 등의 대학 외 구성원으로 그 봉사
대상이 다양한 것이다.
이러한 신학대학도서관 봉사 대상 가운데 목사, 전도사, 선교사, 평신도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사(pastor)는 보호한다는 의미의 희랍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목자
를 의미하는데 엡 4:11에서 목사라는 말이 한번 나온다. 목사는 그리스도교(특히 프로테스
탄트)에 있어 교인을 교육하고 치리하며 성례를 주관하는 교직이다. 일반적으로 교직자․
교역자․목회자․성직자 등의 명칭과 혼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안수를 받고 성
례를 집행할 수 있는 교역자라는 의미로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다.27)
전도사(evangelists)는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서 사역하는 개신
교의 교직자를 말한다. 전도자․전도인이라고도 하며 특히 여성인 경우 전도부인이란 칭
호를 붙이기도 한다. 교회의 치리회 및 성례 집행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는 점에서 목사
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엡 4:11, 딤후 4:5)를 의미하지만 교회
법상으로는 목사를 도와 사역하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의 교역자를 뜻한다. 후자의 의미
에서 볼 때 각 교파마다 자격 및 시취 규정이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다.28)
선교사(missionary)는 목사이면서 선교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목사란 말은 이
27)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6권. 서울 : 기독교문사, 1996. pp.275-279.
28)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3권. 서울 : 기독교문사, 1996. pp.72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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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하나의 성직 신분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지 목양자로서의 목회행정가를 의미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는 한마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계승자
로서 현대에 살고 있는 그 대표로 볼 수 있고 자기나라에서 보다는 해외에 나가 이교 세
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들은 본국 교회에서 이교국에 파송된 사람들로서 하나의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의 설립과
그리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목사로 안수를 주는 독특한 임무를 맡은 사
람을 일컫는다.29)
평신도(laity)를 성서에서는 마 26:5과 행 5:26 등에서 제사장들이나 관헌들과 구분하여
일반 유대 백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헬라어의 라오스에서 유래된 것이다. 평신도는 일반적
으로 ｢세례를 받은 자｣이거나 적어도 ｢세례 예비자｣이어야 한다. 또한 평신도란 성직자들
이 아닌 자로 세례시부터 또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교회에 속해 있으며 어떠한 공공연
한 행위에 의해서 그 교회로부터 이탈할 것을 선언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30)
3) 예산
예산은 조직체의 실무적 또는 정책적 계획을 내포하는 동시에 그 운영에 필요한 금액
을 체계적으로 배정한 총괄적 문서31)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신학대학도서관은 교단의 필
요성에 의해 발생한 기관으로 대학기금, 기부금, 보조금 등에 의해 도서관 예산이 책정된
다. 그러므로 각 신학대학도서관의 예산은 교단과 재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어
느 신학대학도서관은 교단 전입금과 국고지원금, 학생등록금으로 비교적 예산이 넉넉한
신학대학도서관이 있는 반면 어느 신학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예산이 책정되는 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교단 전입금과 학생등록금으로 혹은 교단 전입금
만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신학대학도서관이 있다. 또한 소규모 신학대학에서는 신학대학도
서관의 예산편성을 행정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신학대학도서관 예
산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 신학대학 당국의 예산 상황이 어려워지면
도서관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족할 만큼 제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능력이 재원에 의해 좌우32)되기 때
문에 신학대학도서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1세기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화시대이므로 다른 도서관들과의 경쟁에서 낙오
29)
30)
31)
32)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8권. 서울 : 기독교문사, 1996. p.1096.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3권. 서울 : 기독교문사, 1997. p.822.
윤희윤 저.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 태일사, 2002. p.230.
Norman Higham. The Library in the University : Observations on a Service. Boulder :
Westview Press, 1980.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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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려면 신학대학도서관의 관리자는 도서관 예산의 중요성을 교단의 의사결정자,
신학대학의 관리자 등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신학대학도서관 예산이 합리적 효율
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직원
신학대학도서관의 직원 구성은 업무의 속성과 난이도에 따라 전문직원, 비전문직원, 학
생보조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직원은 대학 수준 이상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
무에 종사하는 전문 사서33)를 일컫는 것이다. 사서는 일찍이 특정의 주제분야에 깊고 상
세한 지식을 가지기보다 넓고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generalist로서의 자질이 필요했지만
이용자의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제전문사서의
도입이 불가피했다.34) 주제전문사서란 주제 영역에 있어서 도서관 자료의 선택과 평가를
위한 책임과 함께 주제 혹은 학문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도서관 직원으로서 때로는 자료
의 서지적 조직과 주제 영역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부가 된다.35)
이러한 주제전문사서는 신학이라는 특수 주제를 다루는 신학대학도서관에서는 더욱 절
실히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각 신학대학에서는 주제전문사서의 육성을 위하여 신학과 관
련된 교과과정의 수강 및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제공함
으로써 사서들로 하여금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신학대학도서관 사서는 신학에 대한 지식 및 소속대학의 교리에 대한 숙지와 끊
임없는 자기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숙한 자세로 자료를 선
택하고 장서를 개발시켜 나가야 하며 현대사회에서는 정보검색가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
비전문직원은 통상 전문직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직원으로서 일상의 반복적이고 단순
한 업무와 약간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36)
학생보조원은 인력난 해소 방편으로 일급제 또는 시간급제로 하여 문서수발, 대출 및
반납 지원, 소급 입력과 장비 작업, 자료 배가, 제본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7)

33) 윤희윤.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 태일사, 2002. p.177.
34) 岩猿敏生 외 공저, 박준식, 이애란 공역. 대학도서관의 관리와 운영. 대구 : 계명대학 교출판부,
1997. p.195.
35) Heartsill Young ed. by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p.220.
36) 윤희윤.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 태일사, 2002. p.183.
37) 윤희윤.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 태일사, 2002.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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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도서관의 직원 규모와 성격은 도서관이 봉사해야 할 학생 및 교직원수 기타
도서관 이용자수, 도서관 건물의 규모와 구조, 도서관장서의 구성과 여건, 교수방법, 도서
관 개관 시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규모나 질에서 충분해야 하며 비전문직원 및 학생보조원은
그들의 자격, 경험, 능력에 따라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장
서량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전문직원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장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학 내외의 동태적인 환경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경영관리능력, 대외교섭능력, 전략적 계획능력을 극대화해야만 도서관
이 교육 및 연구적 기능을 지원하는 중핵기관으로써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다.38) 그러나
신학대학도서관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장이 비전문직이며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하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신학대학 내에서 타부서에 비해 도서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학 내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서관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학대학도서관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시설
신학대학도서관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훌륭한 도서관 시설은 분명 이용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도서관시설은 공간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감안하여 내부구성요소와 외부구성
요소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내부구성요소에는 서고,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학위논문실, 시청각자료실, 정보검색실, 일반열람실, 회의실 및 세미나실, 관장실, 사무실,
휴게실, 출입구와 로비, 창고 등이 있으며 외부구성요소에는 조명시설, 방음시설, 공조시
설, 화재방재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도서관 시설은 전문직원에게는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교수
와 학생들에게는 지식 습득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신학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
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대학도서관의 시설은 도서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도서
관의 봉사와 직원, 자원 그리고 장서를 위해 적절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학대학 당국의 이해 부족과 재정적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학대학도서
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학대학
도서관 중 독립적인 도서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38) http://buho.taegu.ac.kr/∼yhy/article/udev.html [200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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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대학 내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의 한 두 층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더 많
다. 또한 일반자료실, 정보검색실,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학위논문실, 시청각자료실,
지정도서실, 일반열람실, 사무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신학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
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일반열람실을 별도의 인접 건물에
배치함으로써 도서관 본래의 기능, 즉 자료 중심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6) 조직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공통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목적 달성에 참가하는 사람들
간에는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업무가 필요한가를 우선 파악하고 필요한 업무마다 그것을 담당할 작업 단위를
생각해야 한다.39) 따라서 어떠한 관점에서 작업 단위를 구분하는지에 따라 기능별 조직,
자료종류별 조직, 주제별 조직, 이용자별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전형적 조직 형태는 2∼3개과로 편성된 기능 중심의 관료제 계층구조이
다. 다만 최근에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수직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1∼2개의 팀으로 구성하는 팀제 조직이다. 그러나 아직도 직능구조적 측면에서는 수서․
정리․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별 조직이, 통제구조적 측면에서는 관료제적 모형에 근
거한 집권적 조직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40)
신학대학도서관의 경우도 대학도서관과 비슷한 조직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 과에
사서 1인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즉,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
된 53개 신학대학도서관 중 29개 도서관이 이러한 조직 구조인 것이다. 또한 소규모의 신
학대학도서관은 사서 혼자 혹은 둘이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조직 구조 자체
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신학대학도서관 가운데 몇몇 도서관은 전자계산소와 통합하
여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도서관들도 있다.
신학대학도서관은 신학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구인데 비하여 신학대학 당국의 도서
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서관의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구조가 불가
능한 도서관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학대학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 교계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학대학도서관은 신학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장
39) 岩猿敏生 외 공저, 박준식, 이애란 공역. 대학도서관의 관리와 운영. 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p.49.
40) 윤희윤. 대학도서관경영론. 대구 : 태일사, 2002.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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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나아가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 요구에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 위
해서는 신학대학 당국의 이해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2.1.2 신학대학도서관 현황
1884년 미국 북장로교의 의료선교사인 H. N. Allen에 의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되
었다. 그 후 1901년 장로교단의 평양장로회신학교(약칭 평양신학교)를 시초로 각 교파별
신학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신학대학들은 시대의 변화와 교파의 확대 등
에 의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의 신학대학이 되었다.
오늘날 선교 110주년이 넘는 한국교회의 교육을 책임지는 신학대학들은 교파와 신앙노
선에 따라 신학자와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단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각종
소규모 신학대학까지 합하면 그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각 교단의 신
학자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신학대학들은 대부분이 사립대학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보면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 기준 등) 제1항의 각호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 살펴보면 연구 활동에 적합한 교육 기본 시설 및 지원 시설, 즉 교사의 기준 면적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12㎡, 자연과학계열 17㎡, 공학계열 20㎡, 예․체능계열 19㎡, 의학
계열 20㎡로 제시되어 있다. 교지의 기준 면적은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학생수 400명 이하는 교사건축면적 이상, 400명 초과∼1000명 미만은 교사기준면
적 이상, 1000명 이상은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교원의 경우는 교원의 2분
의 1이상이 전임 교원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25명, 자연과학계
열 20명, 공학계열 20명, 예․체능계열 20명, 의학계열은 8명이다. 그리고 수익용 기본 재
산은 대학의 연간 학교 회계 운영 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
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설립된 신학대학은 교육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신학교육을 지원하는 신학대학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5항에 보면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이
들과 유사한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
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1조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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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 교단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신학대학은 교육목표의 다양성 및 재정적 요
인 등에 의하여 일반대학화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학대학도서관의 현황을 전
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41) 38개교와 전국신학대학협의회 비회원교42) 23개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 및 비회원교 명단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

전국신학대학협의회 비회원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신학대학

경성대학교 신학과

계명대학교 신학과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나사렛대학교

고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관동대학교 기독교학과

루터신학대학교

대구신학대학교(대신대학교)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배재대학교 신학과

베뢰아대학원대학교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삼육대학교 신학부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예일신학원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칼빈대학교

수도침례신학교

한국성경신학대학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한국성서대학교

41) http://www.kaats.org [2002. 12/23]
42) http://theologia.pe.kr/univ..htm [2003. 1/17]

308 신학과 도서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성대학교

안양대학교 신학부

한영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영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전주대학교 기독교학과
침례신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한민학교
한세대학교 신학부
한신대학교 신과대학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신학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상기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신학대학의 수는 61개이며 따라서 신학대학도서
관의 수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외의 소규모 신학교까지 염두
에 둔다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교세의 급증으로 목회자가 부
족하게 됨에 따라 각 교단은 목회자의 배출을 위해 신학교를 설립․운영하게 되었다. 그
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신학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식인가를 받지 못한 채 비공식적
인 교육기관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신학대학도서관들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한 협의체가 바로 ‘한국
신학도서관협의회’로써 본 협의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역사
신학대학도서관의 실무자들이 그들의 도서관을 운영․발전시킴에 있어서 단합된 협력
이 필요함을 절감해 오던 중, 1972년 6월 1일 미남침례회 신학교 도서관장 Dr. Crismon의
한국 방문이 계기가 되어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의 주선으로 대전의 침신대에서
전국 신학도서관 세미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특강과 토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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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중 신학 도서관 연합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허 긴 침신대 도서관장이 준
비위원장이 되어 7인의 구성으로 모든 일에 위임을 받았다. 이어서 동년 6월 27일 서울
총신대 도서관에서 김창의 사서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위임을 받아 1차 준비위원회로 5인
이 정관을 수립하고 명칭을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로 정하였으며 당시 총신대 학장이었던
김희보 박사도 동석하였다.
그 후 1972년 10월 28일까지 각 신학대학을 순회하면서 총 5회에 걸쳐 준비위원회가
회집되어 정관, 임원회 선출방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이듬해인 1973년 4월 16일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KAATS의 주선 아래 전국도서관 실무자 세미나에 이어 ‘한국신학
도서관협의회’가 창립 발족하였다. 초대 회장에 조종남 박사(서울신대 학장), 부회장 허 긴
박사(침신대 도서관장), 사무국장 김창의 사서장(총신대)이 선출되었다.43)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현재까지 연혁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44)

43) 김영수. 한국신학교육도서관의 실태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p.56.
44) http://www.ktla.or.kr [20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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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연혁
년도
1973. 4. 16

내용
초대 회장 조종남 박사(서울신대 학장) 취임하다.
초대 사무국장 : 김창의 사서장(총신)

1976. 3. 26

2대 회장 조종남 박사(서신) 취임하다.
2대 사무국장 : 김영수 관장(서신)

1977. 7. 14-15

제1회 연수회(주제: 한국신학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장소 : 장로회 신학대학(성동구 광장동 소재)

1981. 7. 13

3대 회장 박봉배 박사(감신대 학장) 취임하다.
사무국장 : 김영수 관장(서신)

1983. 3. 28

4대 회장 박창환 박사(장신대 학장) 취임하다.
사무국장 : 김영수 관장(서신)

1984. 3. 29

회장 박창환 박사(장신)
3대 사무국장 : 권길웅 과장(장신)

1986. 4. 30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 발간

1986. 12. 18

5대 회장 허 긴 박사(침신대 학장) 취임하다.
4대 사무국장 : 이창록 과장(침신)

1988. 12. 14

6대 회장 김영실 박사(대신대 학장) 취임하다.
5대 사무국장 : 김옥환 과장(대한신학)

1989. 8. 9

한국도서관협회 관종별 협의회 위원 단체로 본 협의회 위촉

1989. 8.

D.D.C. 20판 종교, 교회분야 인쇄 배포

1991. 1. 25

회장 김영실 박사(대신)
6대 사무국장 : 송우승과장(총신)

1991. 12. 6

회장 김영실 박사(대신)
7대 사무국장 : 김옥환(대한신학)

1992. 12. 11

회장 김영실 박사(대신)
8대 사무국장 : 박창옥 과장(성결)

1993. 4. 6

7대 회장 윤영탁 박사(합신대학장) 취임하다.
9대 사무국장 : 임명철 과장(합신)

1994. 9. 14

회장 윤영탁 박사(합신)
10대 사무국장 : 김성곤 과장(총신)

1994. 10.

신학도서관 회보(계간) 창간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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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1. 17

한국십진분류법(KDC) 제3판 기독교 분야 개정안 검토 및
의견서 제출

1995. 2. 20

논문 영인 사업 개시(학문영역을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 기독교 교육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이상 8개 분야로 구분)

1995. 4. 6

UMI(외국신학박사학위논문) 자료 공동구입

1996. 12. 5

8대 회장 권길웅(장신) 취임하다.
11대 사무국장 : 최종명 과장(가대)

1997. 4.

학위논문 CD-Title 제작 계약 1차 사업 시작
(수록논문 2217건)

1998. 3. 18

9대 회장 박창옥(성결대) 취임하다.
사무국장 : 최종명 실장(가대)

1999. 2. 5

10대 회장 김영수 관장(서울신대) 취임하다.
12대 사무국장 : 김영미 과장(장신대)

2001. 1. 1

10대 회장 이석철 박사(침신) 취임하다.
사무국장 : 박승모과장(침신)

2002. 4. 1

회장직무대리 부회장 : 신만섭(합신) 취임하다.
사무국장 : 황명길 과장(고려신)

2002. 11. 20

신학학위논문 6차 사업 추진(현재 약 3,500건 접수)

2002. 11. 29

11대 회장 : 김순자 관장(성서대교수) 취임하다.
사무국장 : 유유희 팀장(성서대)

창립 이후 약 3년 동안에는 신학도서의 분류법 통일안과 도서의 상호대차를 위한 종합
목록 출판 등 의도했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6년 3월 26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기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변 여건 등
의 영향에 의해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활동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았다.
2)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Kore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는 전국의 신학도서관
발전을 도모하고 신학연구 및 목회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 협력을 통
한 도서관의 발전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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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 명단
회원구분

지역

서울

대학교(원)
도서관

경기 및 인천

단체 회원명

교파

가톨릭대학교

가톨릭

감리교신학대학교

개신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개신교

그리스도신학대학교

개신교

서울기독대학교

개신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개신교

성공회대학교신학대학원

성공회

순복음신학교

개신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초교파

장로회신학대학교

개신교

천안대학교기독신학대학원

개신교

총신대학교

개신교

한국성서대학교

개신교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

개신교

한영신학대학교

개신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초교파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개신교

고려신학교

개신교

광신대학교

개신교

구세군사관학교

구세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개신교

루터신학대학교

개신교

서울신학대학교

개신교

서울장신대학교

개신교

성결대학교

개신교

수도침례신학교

개신교

수원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초교파

안양대학교

개신교

인천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개신교

칼빈대학교

개신교

한세대학교

개신교

한신대학교

개신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개신교

협성대학교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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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및 대전

대학교(원)
도서관
전북 및 광주

경북 및 대구

경남 및 부산

교회
및
기관

서울
경기

고려신학대학원

개신교

나사렛대학교

개신교

대전가톨릭대학교

가톨릭

대전신학대학교

개신교

목원대학교

개신교

천안대학교

개신교

침례신학대학교

개신교

한민대학교

개신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가톨릭

전북신학교

개신교

한일장신대학교

개신교

호남신학대학교

개신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

대신대학교

개신교

영남신학대학교

개신교

부산가톨릭대학교

가톨릭

부산장신대학교

개신교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도서관

기관

대한성서공회성서학문헌자료실

기관

소망교회도서관

교회

소망아카데미도서관

기관

회원의 종류에는 단체회원, 개인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2002년 12월말
기준 회원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회원은 대학이 53개교, 교회 및 기관이 4개로 총 57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회원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없는 관계로 그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명예회원은 3명이 가입되어 있다. 평생회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
었으며 단체회원을 표로 요약하면 <표 4>와 같다.45)
김창근에 의하면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회원기관이 1993년말 기준으로 개신교 계열
43개 기관, 가톨릭 계열이 6개 기관, 기타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46)고 하였다. 그러
나 현재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원기관을 보면 개신교 계열 46개 기관, 가톨릭 계열 7개
45) http://www.ktla.or.kr [2002. 12/13]
46) 김창근.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 관대학교
대학원, 1994.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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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타 4개 기관에 총 57개 기관이다. 이와 같이 지난 10여년 동안 4개 기관만이 증가
하였다는 것은 매우 저조한 회원 기관의 성장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상기 <표 2>에서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와 비회원교의 수가 61개교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한 도서관의 수는 37개관이다. 상기 <표 2>에 포
함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한 도서관 수가 16개관이다.
따라서 24개관은 아직도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차제에 한국신학도서관협
의회에서는 신학대학으로써 본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신학대학도서관들의 회원 가입을
적극 권장, 가입하도록 하여 협의회의 내실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2.2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협력활동
2.2.1 협력활동의 발전
본 항에서는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협력활동의 발전 과정을 연대순으로 분류하였다. 이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서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신학대학
도서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연대별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활동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로 나누고 시대별로 그 특성을 태동기, 성장기, 발
전기, 확장기로 구분하여 고찰함으로써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협력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970년대(태동기)
신학대학도서관 실무자들이 신학분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단합의 필요성을 절감해
오던 중 1972년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TTS)의 주선 아래 대전 침신대학에서 전국신학
도서관세미나가 처음 개최된 것을 계기로 신학도서관 연합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되
어 본격적인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창립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준
비과정을 통하여 그 이듬해인 1973년 4월 16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20여개 신학대학도서
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신학도서관실무자 세미나에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가
창립되면서 신학대학도서관간의 협력활동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창립 초기에 의도했던 신학도서 분류법 통일안과 상호대차를 위한 종합 목록
출판 등의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6년 3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하
여 제2대 임원회를 구성하고 1977년에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신학대학도서관의 현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315

황을 파악하는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DDC 19판의 종교분야를 번역하였으며 각 신학대학에서 발행되는 논문집
을 상호 교환하였다. 또한 기관지인 ‘신학문헌정보’의 발행과 각 신학대학도서관에 소장중
인 외국정기간행물 종합 목록을 작성47)하는 등 신학대학도서관간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1980년대(성장기)
1981년에는 1970년대의 활동을 기반으로 제3대 임원회가 구성되면서 한국신학도서관협
의회의 협력활동이 성장하는 시기로써 신학대학도서관 사서의 자질 향상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정기세미나가 년 2∼3회씩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기관지인 ｢신학문헌정보｣48)가 계간지의 성격을 띠며 꾸준히 발행되었다. 1983년에는 공
동 수서를 수행하기 위한 팀을 조직하여 1984년에 삼육대학, 서울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
학, 호남신학교 등 4개교의 회원도서관이 도서를 공동 구입하였고 1985년에는 카드복사기
공동 구입 및 활용을 토의하였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다.49) 그러나 협력활동의 일환인 장
비공동 구입을 추진하였던 것은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것으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협력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84년에는 ｢신학관계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집｣50)을 출판하여 계속 증보 발행되었다.
1986년에는 자료의 상호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외국신학학술잡지 종합목록｣51)을 발간하
였고 1987년에는 ｢출판문헌정보｣52)가 출판되었다.
또한 1982년에는 번역이 완료된 ‘DDC 19판의 종교분야’를 출판하였다. 1989년에는
‘DDC 20판 종교․교회 분야’도 발간53)하여 회원도서관에 배포함으로써 신학도서의 분류
47) 김영수. 한국 신학교육 도서관의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pp.56-58.
48) 1983년 이전의 관련 기록이 없는 관계로 1983년에 제14호가 발간되어 1990년 제32호까지 년간 2∼
3회 발간되었다. 1991년 이후 발행이 중지되었으며 각 회원도서관에 입수되는 종 교분야의 도서
목록과 협의회 관련 각종 소식을 게재하는 기관지 성격의 출판물이다.
49) 김창근.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 관대학교
대학원, 1994. pp.73-74.
50) 1984년에 제1집이 발행된 이후 1년 뒤에 증보판이 발행되었으며 1988년에는 나눔출판사에 발행을
위탁하였다. 그 후 1996년에 11집까지 발행되었는데 학위논문의 상호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출판되었다.
51) 1986년에 초판을 발간하여 1991년에는 수정 증보판이 발행되었다. 그 후 1992년에는 전국 신학대
학협의회에 발행권을 이관하였는데 각 회원도서관간의 분담수서 및 공동수서, 상호 이용을 목적으
로 발간하였다.
52) 1987년에 1∼5집까지 발간되었으며 신학관련서적에 대한 서평 및 신간도서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채 1년도 경과하지 못하고 발행이 중단되었다.
53) 김창근. 도서관 상호협력활동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 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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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일하려던 초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관종별 협의회
에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가 위원 단체로 위촉54)되면서 명실 공히 국내 신학도서관의 법
인 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출판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회원도
서관간의 협력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1990년대(발전기)
1991년에 제6대 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협력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는 198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출판활동은 재정적 압박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거
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이렇다할 협력활동이 없이 세미나만 개최해
오다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1994년에는 기관지의 소멸을 우려하여 ｢신학도서관회보｣55)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1995
년에는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 선교
신학 등 8개의 주제 분야로 구분하여 논문 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1995년 4월에는
UMI의 외국신학박사학위논문을 분담 구입하였다.
컴퓨터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1995년에는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내에 전
산정보개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후반기에는 각 신학대학도서관마다 도서관 전산화를
실시하여 신학대학도서관간의 인프라 형성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각 신학대학에서 매학기 나오는 신학 석․박사 학위논문을 CD-ROM으로 제작하
기 시작하였으며 신학대학도서관 사서들의 도서관 전산 업무 적응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세미나가 자주 개최되었다.56)
이 시기에는 협력망을 통한 공동 DB의 실현을 목표로 협력활동이 진행되었으며 후반
기에는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회원도서관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게 되었다.

대학원, 1994. p.41.
54) http://www.ktla.or.kr [2003. 1/17]
55) 1994년에 처음 발간된 계간지로 ‘신학문헌정보’의 성격을 띤 소식지이다.
56) http://www.ktla.or.kr [200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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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대(확장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협력활동은 안정된 기반 위에 기존의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점점 확대하여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기부터 진행되었던 신학 석․박사 학위논문 원문 CD-ROM57)이 6차분까
지 제작되어 출시되었고 후속 CD-ROM 제작이 계속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신학대학도서
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신학 관련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을 회원도서관들이 분담 목록하여 한국신학도서관협
의회가 공동 DB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Web DB 및 E-journal 등의 컨소시엄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단
행본 및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비도서 자료의 통합 검색을 위한 엔진 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신학시소러스 개발, 한국신학자사전 기획, 장비공동 활용, 신학 E-book 사
업, 유관기관과의 교류 촉진,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회원도서관 사서
들간의 커뮤니티 실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활동을 계획, 추진 및 진행하고 있다.58)
따라서 이 시기에는 협력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면서 점차 그 활동범위를 확장하여 나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그 형태와 방법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설립 이후 80년대까지는 각
회원도서관들의 적극적 참여와 사무국의 실질적인 협력활동 추진으로 활발하게 수행되었
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 당국의 인식 및 지원 부족으로 인한 회원도서관들의 소
극적 참여, 회원도서관 상호간의 이해 및 협력 부족, 협의회의 협력활동에 대한 주도적 역
할과 추진력 미흡, 협의회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등이 협력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도서관 전산화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신학대학도서관들을 더욱 위축시켜 회원도서관간의 격
차를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협력활동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저 재정 확보를 통한 협의회 운영의 자립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회원도서관들의 회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익 사업을 통해 회원도서관들을
지원하여줌으로써 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57) 1997년부터 원문을 포함한 학위논문이 CD-ROM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는데 1차에서는 2217건의
논문이 본문을 포함하여 수록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약 16,000여건 의 학위논문이 수
록되어 있다.
58) http://www.ktla.or.kr [200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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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협력활동의 유형
일반적으로 협력활동의 유형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크게
내용별과 형태별로 나눌 수 있다.
내용별 협력활동으로 이두영은 공동수서기능, 공동편목기능, 참고봉사기능, 연속간행물
의 총괄기능, 도서관상호대차기능, 축적기능59) 등으로 구분하였다. 남태우 등은 종합목록
작성, 주제별/지역별 서지 목록 작성, 공동편목/공동목록, 상호대차 제도 운영, 원문 복사,
협동 참고봉사 제도 운영, 공동수서/분담수서, 공동보존, 직원교류, 합동 교육, 도서관의
평가와 조사, 도서관 비품․용품의 공동 구입, 공동홍보(인터넷 등의 활용), 공동 연락차량
운영60) 등으로 제시하였다. Susan K. Martin은 목록, 수서, 상호대차와 네트워크 장서 점
검, 참고봉사61) 등으로 구분하였다. John Fletcher는 장서개발 협력, 상호대차 협력, 서지
통정 협력, 장서접근(공동체) 협력, 도서관직원 훈련 협력, 도서관 경영 협력, 산업과 무역
협력, 도서관자동화 협력62)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香積弘晨은 자료의 수집, 자료의 정
리, 자료의 이용, 자료의 보존, 자료의 참고업무63)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내용별 협
력활동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개별도서관의 업무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형태별 협력네트워크로 남태우 등은 도서관협력 센터를 둔 집중방식, 계층적 협력지도
방식, 지방분산적 협력방식, 도서관협력센터를 통한 기능 분담 방식64) 으로 제시하였다.
이두영과 김종식은 완전집중형, 분산형, 순환형, 계층형, 혼합형65)66)으로 구분하였다. 高山
正也 등은 집중형, 분산형, 순환형, 계층형, 혼합형67)으로 구분하였다. 형태별 협력 네트워
59) 이두영. 도서관망의 구조와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 원, 1985.
pp.78-95.
60) 남태우 외 저. 도서관 협력망 협력사업 표준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 : 국립중앙 도서관,
2001. pp.12-13.
61) Susan K. Martin. Library Network, 1981-1982. New York :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
Inc., 1981. pp.11-14.
62) John Fletcher. Academic Library Cooperation in Handbook of Library Cooperation. ed. by Alan
F. McDougall and Ray Prytherch. Aldershot : Gower Publishing Company, 1991. pp.162-169.
63) 香積弘晨. 大學圖書館の相互協力實施上の諸問題. 大學圖書館の理論と實踐. 日本私立大學 協會 大學
圖書館硏修委員會 編. 東京 : 日本私立大學協會, 1990. p.547.
64) 남태우 외 저. 도서관 협력망 협력사업 표준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 : 국립중앙 도서관,
2001. pp.19-21.
65) 이두영. 도서관망의 구조와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 원, 1985.
pp.54-62.
66) 김종식. 정보네트웍을 통한 대전지역 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
학교 중소기업대학원, 1995. pp.15-18.
67) 高山正也 편. 김경일, 김용원 역. 도서관․정보센터의 경영.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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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는 각 형태별로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가 더 효율적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행하고자 하는 협력활동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협력 네트워
크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도서관만의 능력으로는 망라적 자료의 수집과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대학도서관들은 자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신학
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협력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신학대학
도서관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한국신학도
서관협의회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68)

<그림 1>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조직도

상기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조직은 회장 직속으로 자
문위원회와 임원회가 있으며 임원회에는 감사 2인이 있어 사업 진행 및 재정을 감사한다.
회장의 보좌로 부회장이 있으며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있다. 사
무국장의 직속으로 사업국장과 서기 및 재정이사가 있으며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간사가
있다. 이와 같은 조직도는 전통적인 라인 구조에 의한 수직적 계층 조직으로 단순하면서
도 집권적인 조직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형태는 조직의 경영이 용이하고 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반면 의사결정권의 집중화와 조직의 유연성 및 자율성이
낮은 단점을 갖고 있다.
pp.283-285.
68) http://www.ktla.or.kr [20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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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칙 제1장 제3조에 보면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전국의 신학
도서관 발전을 도모하며 신학 연구 및 목회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
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칙 제2장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
다.69)
1. 신학도서관 상호간의 문헌, 자료의 교환, 상호대차의 협력
2. 신학도서관 상호의 친목
3. 신학도서관의 관리 운영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4. 신학 서지 활동의 협력
5. 신학도서관 직원의 자질 향상과 지위 향상
6. 신학도서관의 지위 향상
7. 양서의 선정 추천 및 보급
8. 교회 도서관의 육성지도
9. 연구회,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10. 국내외 관계 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
11.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신학대학도서관의 각 분야에서 다
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하여 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수서 및 분담수서에 관한 협력활동
공동수서 및 분담수서에 관한 협력활동은 두 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1984
년에 삼육대학, 서울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 호남신학교 등 4개교가 자료를 공동 구입
하였다. 두 번째는 1995년에 실시한 것으로 참여한 대학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지는 않지
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수증을 조회한 결과 감리교신학대
학교, 고려신학교, 고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수도침례신학교, 장로회신
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등 12개
교가 UMI의 외국신학박사학위논문을 분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종합목록에 관한 협력활동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한국신학관계 석․박사학위논문목록집｣70)을 제1집부터
69) http://www.ktla.or.kr [2002. 12/13]
70) 1984년에 제1집이 발행된 이후 1년 뒤에 증보판이 발행되었으며 1988년에는 나눔출판사에 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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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집까지 발행하였으며 ｢외국신학학술잡지종합목록｣71)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근래에는 신
학관련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을 7개교가 분담 목록하여 DB를 구축, 서비스하고 있다. 또
한 올해에는 Lib.steps라는 통합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려신학대학원, 루터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성결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천안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세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등 15개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3) 상호 이용에 관한 협력활동
학술 정보 자료의 상호 이용을 위한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각 회원도서관간의 상호대차
및 상호이용에 관한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고
문헌복사 양식은 다음 <표 6>과 같다.72)

위탁하였다. 그 후 1996년에 11집까지 발행되었는데 학위논문의 상호이용을 활성 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출판되었다.
71) 1986년에 초판을 발간하여 1991년에는 수정 증보판이 발행되었다. 그 후 1992년에는 전국 신학대
학협의회에 발행권을 이관하였는데 각 회원도서관간의 분담수서 및 공동수서, 상호 이용을 목적으
로 발간하였다.
72) http://www.ktla.or.kr [20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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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술정보자료 상호이용에 관한 협약서
조 항
제 1 조 (목적)

내용
본 협약서는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원교 도서관간의 학술정
보자료(이하 ‘자료’라 칭한다)의 상호이용에 관한 사항 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료의 열람)

회원교 도서관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및 학생이 필요한 자
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은 최대 한 협
조하여야 한다.

제 3 조 (자료의 검색)

회원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상호 무 료
로 검색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조 (자료의 교환)

회원교에서 발행하는 출판물(비매품)은 도서관간 상호교환 하
여야 한다.

제 5 조 (자료의 복사)

① 회원교 도서관이 소장자료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신속 히
복사,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사에 의한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복사를 요청한 도서관이 그 책임 을 진다.

제 6 조 (복사요금)

복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요청 도서관이 부담하며 복사된 자료
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경비의 지급)

복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우송료 등은 상대도서관에서 지정 하
는 방법에 따른다.

제 8 조 (상호대차)

① 상호대차 자료의 범위는 대출도서관이 정하는 범위에 따른
다. ② 대출책수는 3권 이내,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
대출도서관은 대출 요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통
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용부담)

① 상호대차에 소요되는 경비는 차용도서관이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 10 조 (책임)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차용도서관 이
지며 자료의 변상에 관한 사항은 대출도서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조 (기타)

본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 및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
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 서
정한다.

제 12 조 (효력발생)

본 협약서의 내용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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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헌복사 신청서 서식
문헌복사 신청서
번호. __________
2001. . .

____________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신청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 ( - )
대학 _____________학과 학 번 : ________________
잡
지명
권
호
자료1

Vol. _______ No. _______ ( 19____ ) pp. ____ - ____

저
자
논
문
제
목
잡
지명
권
호

Vol. _______ No. _______ ( 19____ ) pp. ____ - ____

저

자료2
자

논
문

제

목
발송
방법

□ 보통우편 □ 일반소포 □ 빠른우편 □ 빠른 소포 □ FAX
내역 복사료 : ________________원 ( _______ 매 X ______ 원 )

청구
금액

송 료 : ________________원
기 타 : ________________원 합계 _________________원

송금
계좌

____________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금주 : ____________

복사

□ 소장자료아님

□ 장기대출중

불능

□ 서지사항불명

□ 복사제한 자료

사유

□ 제본중

□ 기타

대학교 도서관
주소 :
전화 :

/ FAX

담당자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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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에 관한 협력활동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신학문헌정보｣73), ｢출판문헌정보｣74), ｢신학도서관회보｣75)
등을 발행하여 회원도서관들의 소식을 공유하는 출판활동을 수행하였다.
5) 자료교환에 관한 협력활동
각 회원도서관은 소속대학에서 발행하는 논문집 및 학위논문, 그리고 단행본과 기증 및
폐기자료 등에 대하여 상호 교환하는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6) 직원연수에 관한 협력활동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 직원의 자질 향상과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한 정
보교류 등을 위하여 년 2회(여름과 겨울)의 세미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본 협의회의
창립 이후 1974년, 1975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5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76)

73) 1983년 이전의 관련 기록이 없는 관계로 1983년에 제14호가 발간되어 1990년 제32호까지 년간 2∼
3회 발간되었다. 1991년 이후 발행이 중지되었으며 각 회원도서관에 입수되는 종 교분야의 도서
목록과 협의회 관련 각종 소식을 게재하는 기관지 성격의 출판물이다.
74) 1987년에 1∼5집까지 발간되었으며 신학관련서적에 대한 서평 및 신간도서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채 1년도 경과하지 못하고 발행이 중단되었다.
75) 1994년에 처음 발간된 계간지로 ‘신학문헌정보’의 성격을 띤 소식지이다.
76) http://www.ktla.or.kr [200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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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현황
세미 나명

주제

1973년 4월 도서관실무자세미나

신학교육과 도서관

1976년 3월 도서관실무자세미나

도서관의 제 문제

1977년 3월 도서관실무자세미나

내가 본 한국신학도서관

1977년 7월 제1회 연수회

한국신학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1981년 7월

주제목록의 제 문제점

1982년 8월 여름세미나

한국신학대학 도서관의 실태와 상호이용에
관한 문제

1983년 3월

도서관 자동화 업무의 현황

1983년 8월 여름세미나

신학도서관의 수서현황과 공동수서의 모색

1983년 10월 실무자 세미나

신학도서관 자료 수서와 목록 연구

1983년 12월 실무자 세미나

신학자료 분류 연구

1984년 3월 춘계 세미나

대 공중 업무로써의 대출 제도 및 업무 내
용에 관하여

1986년 6월 실무자 세미나
1986년 8월 여름세미나
1987년 2월 도서관 강좌

분류와 목록

1987년 5월 실무자 세미나

시청각 자료와 봉사

1987년 8월 여름세미나

분류체계 현황과 한국신학도서관 분류 통
일안 연구

1987년 10월 실무자 세미나

도서관 전산화 사례 발표

1988년 4월 실무자 세미나

목록에 관한 세미나

1988년 6월 실무자 세미나

효과적인 수서 업무와 대출 업무

1988년 8월 여름 세미나

도서관 업무 전산화를 위한 공동 연구

1988년 10월 실무자 세미나

학술정보 자료 업무와 봉사

1988년 12월 겨울 세미나

D.D.C. 19판 종교 분야

1989년 4월 실무자 세미나

정기간행물 및 업무에 관하여

1989년 8월 실무자 세미나

대출, 열람, 서고 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

1989년 10월 실무자 세미나

도서관 전산화 실무(PC를 통한)

1989년 12월 실무자 세미나

한국신학대학도서관 수서 정책에 관한 연구

1990년 1월 신학사서교육세미나

신도협 도서관 전산망 교육 실시(T.L.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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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실무자 세미나

참고봉사 실무

1990년 7월 실무자 세미나

참고봉사, 비도서자료 관리

1991년 12월 겨울 세미나

외국 수서 업무

1992년 12월 실무자세미나
1993년 7월 여름 세미나

도서관 전산화

1994년 7월 여름 세미나

Kormarc훈련 및 Union DB를 위한 통일안

1995년 1월 겨울 세미나

Network에 있어서 공동DB에 대하여

1995년 4월 춘계 실무자 세미나

정기간행물 Marc format 훈련

1995년 5월 전산실무대표자회의

전산정보개발위원회 구성 및 공동사업추진

1995년 7월 여름 세미나

신도협 Network망의 실현 가능성

1995년 11월 겨울 세미나

도서관 전산화 사례발표

1996년 7월 여름 세미나

인터넷을 배웁시다

1996년 10월 가을 실무자세미나

한국신학관계 학위논문 CD-ROM 소개와
검색 S/W 데모 공개

1996년 12월 겨울 세미나

도서관과 정보통신의 오늘과 내일

1997년 3월 춘계 실무자세미나

Internet/Intranet을 활용한 전자도서관구축

1997년 7월 여름 세미나

상호대차, 대학종합 평가

1998년 7월 여름 세미나

비도서 자료 Marc format/전자도서관 솔루션,
학위논문 및 학회논문 웹검색

1999년 2월 겨울세미나

원문데이터 솔루션

1999년 6월 여름 세미나

전자저널, 정간물목록 공동관리, Y2K, 저작권,
기록보존

2000년 1월 겨울 세미나

전자정보시대의 사서의 역할

2000년 7월 여름 세미나

사이버시대 도서관의 역할 변화

2000년 11월 겨울 세미나

사이버시대 도서관 업무의 변화

2001년 7월 여름 세미나

미래도서관과 사서

2001년 12월 겨울 세미나

전자정보화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

2002년 6월 여름 세미나

이용자 중심의 열린도서관

2002년 11월 겨울 세미나

신도협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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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협력활동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장서점검용 스캐너를 5대 구매하여 회원도서관들의 장서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8) 신학 관련 학위논문의 원문 DB 구축에 관한 협력활동
1995년에 신학에 관한 학문분야를 8개(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기독교윤리
학,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 선교신학)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회원도서관의 학위논문을 영
인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후 1997년에는 이러한 학위논문의 원문을 CD-ROM으로
제작하여 현재는 6차에 걸쳐 약 16,000여건의 원문이 구축되어 있다.
이상의 협력활동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공동수서 및 분담수서, 종합목록,
상호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수서 및 분담수서
수서에 관한 협력활동은 1984년과 1995년에 걸쳐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그 효과는 극
히 저조하였다.
이와 같이 회원도서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한 공동수서 및 분담수서
에 관한 협력활동의 경우 수서의 대상 자료가 고가인데 반하여 그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율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협력활동에 참여한 회
원도서관들은 비용대 효과면에서 그 효율성을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공동수서 및 분담수서에 관한 협력활동은 각 회원도서관들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자료를 수서의 대상으로 선택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한 후에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종합목록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종합목록은 ｢한국신학관계 석․박사
학위논문목록집｣77), ｢외국신학학술잡지종합목록｣78)등 2가지 분야별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목록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망라적이고 지속적이며 최신
77) 1984년에 제1집이 발행된 이후 1년 뒤에 증보판이 발행되었으며 1988년에는 나눔출판사에 발행을
위탁하였다. 그 후 1996년에 11집까지 발행되었는데 학위논문의 상호이용을 활성 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출판되었다.
78) 1986년에 초판을 발간하여 1991년에는 수정 증보판이 발행되었다. 그 후 1992년에는 전국 신학대
학협의회에 발행권을 이관하였는데 각 회원도서관간의 분담수서 및 공동수서, 상호 이용을 목적으
로 발간하였다.

328 신학과 도서관

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색의 실효성을 갖출 수 없었다. 또한 목록에 관한 일정
한 형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종합목록 발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미흡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도서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
는데 그것이 바로 도서관 전산화였다. 따라서 도서관의 목록 업무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
에 따라 전산화를 통하여 소장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회원도
서관 가운데 소규모 도서관은 아직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재정적 기반이 열악한 소규모 회원도서관의 재정적 지원
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회원도서관간의 망라적인 종합서지DB 구축과 서
지DB 형식의 표준화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3) 상호이용
상기 <표 5>를 살펴보면 제2조에 있는 자료의 열람에서 ‘회원교 도서관장의 추천을 받
은 교직원 및 학생이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 대학도서관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도서관장의 추천(자료열람의뢰서)을 받
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극히 범용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보다는 좀 더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이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회원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소
속대학의 신분증이나 학생증만으로도 회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하고 효
율적인 방법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기 <표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헌복
사 신청서 이외에 상호대차 신청에 관한 공통된 서식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은
상호대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상호대차에 관한
신청 서식을 일원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호대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12조의 효력발생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정확한 시행일자가 명
시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상호 이용에 대한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제도적 정비와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협력 활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상기 <표 3>
의 연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임기 도중 교내
의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무국 업무의 연속성에 차질을
빗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회장의 형
식적 보직에서 탈피하여 본 협의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국신학
도서관협의회가 신학대학도서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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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7>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비교적 안정적인 활동을 수행하였으
며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협력활동도 시대적 요구에 편승
하여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신학대학도서관 인프라의 중심 기구로 각 도서관
간의 협력활동을 통해 자료 구입과 자료 정리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부담을 분담하고 정
보봉사 활동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각 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신학대학도서관
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각 도서관들
의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2.2.3 국외신학도서관협의회 협력활동
본 항에서는 외국의 대표적인 신학도서관협의회 중 비교적 협력활동이 잘 수행되고 있
다고 판단되는 영국과 미국의 신학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활동의 현황을 고찰하고
자 한다.
1) 영국신학철학도서관협의회79)
(1) 연혁
영국신학철학도서관협의회(ABTAPL

:

Association

of

British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Libraries)는 초교파적인 기구로써 유네스코의 지원 아래 소집된 세계교회회
의(WCC)에 이어 1954년에 설치된 국제신학도서관협의회의 영국 회원이 되기 위해 1956
년에 창립되었다. 그러나 국제신학도서관협의회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였지만 그 목표
와 목적의 대부분은 지금의 Bibliotheques Europeenes de Theologie(BETH)에 의해 수행
되고 있으며 ABTAPL 또한 이 기구의 멤버이다. 따라서 ABTAPL은 한국신학도서관협의
회(KTLA)와 같이 자국내의 필요성에 의해 발족된 협의회가 아니라 국제신학도서관협의
회의 회원 기관이 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즉, 직접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기구가 아
닌 간접적 요인에 의해 설립된 기구인 것이다.
(2) 목적
ABTAPL은 영국의 신학, 철학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는 도서관의 정보와 경험

79) http://www.abtapl.org.uk [20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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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기 위해 형성된 조직이다. 따라서 개인과 지속적인 전문적 문제들의 충고, 지원
에 대한 상담을 위해 회원들에게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준다. 이 협의회의 특
징으로는 신학과 철학을 유사한 주제로 취급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회원
1998년 기준 회원 현황은 184개의 회원으로 단체 회원 148기관과 개인회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신학 또는 철학에 관심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도서관) 모두 가입
할 수 있다.
(4) 조직
ABTAPL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80)

Chairman

Honorary
Secretary

Honorary
Treasurer

Honorary
Editor

Conference
Secretary

<그림 2> ABTAPL 조직도

상기 <그림 2>에 나타난 영국신학철학도서관협의회의 조직 구조는 의장 아래에 명예
비서, 명예회계원, 명예편집자, 회의비서 등 4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임원은
담당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분권적 조직 구조에 의한 단순한 기능별
조직 형태로써 조직의 유연성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반면 업무의 조정이 곤란하
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5) 협력활동
ABTAPL은 일년에 두 번 만나는데 가을에는 특별한 도서관을 방문하고 봄에는 주말에
모여 숙박을 하며 친목을 도모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임은 회원들에게 다양한 현대 도서
80) http://www.abtapl.org.uk/#Membership [20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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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배우게 하며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많은 사서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정보의 공유
와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또한 ABTAPL은 ‘Bulletin of ABTAPL’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ABTAPL
Union List of Periodicals’는 ABTAPL의 44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학과 종교 연
구 정기간행물에 대한 소장위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각 도서관별로 부호를 지정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료 전자저널에 대한 링크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메일링리스트를 통하여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있다.
신학대학도서관간의 협력활동은 지역별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Birmingham 지역의 신학도서관(BTLG),81) 즉 Birmingham Central Library, Maryvale
Institute Library, Newman College Library, Orchard Learning Resources Centre, The
Queen's Foundation Library, University of Birmingham Library, Woodbrooke College
Library 등 7개 도서관이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대차, 종합목록 등에 관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목록을 통한 자료의 검색 화면은 다음 <그림 3>과
같다.82)

<그림 3> Birmingham Libraries 목록 검색 화면

이와 같이 ABTAPL의 협력활동 범위는 정보 및 자원의 공유, 출판물 발행, 회원 연수

81) http://www.newman.ac.uk/library/btlg.html [2003. 2/7]
82) http://195.70.71.171 [20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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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활동은 회원 상호간의 권익 보호와 정보 공유를 기반
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기관지와 신학관련 출판물의 판매는 ABTAPL의 효율적 운영
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
인 협력활동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별 특성과 요구에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에 의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미국신학도서관협의회83)
(1) 연혁
미국신학도서관협의회(ATLA :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는 1946년에
창립된 초교파적인 협의회로써 미국 내의 많은 종교적 전통과 교파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영국신학철학도서관협의회(ABTAPL)의 설립 동기와는 반대로 자국내 신학도서관 상호간
의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협의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활
동이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국제신학도서관협의회와도 접촉을 시도하여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목적
ATLA는 신학과 종교 도서관 및 사서직의 발전을 강화하고 신학과 종교 연구를 촉진
할 목적으로 신학과 종교적인 연구 도서관과 사서직의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생산물, 그
리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회원
회원의 종류에는 개인회원, 기관회원, 관계 단체회원 등으로 구분되며 1999년 현재 총
593 회원으로 243개의 기관 회원과 350명의 개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영국신
학철학도서관협의회 회원수의 두 배 이상이고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원수의 10배 이상
으로 여타의 신학도서관협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협력활동이 수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 조직
ATLA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84)

83) http://www.atla.com [2003. 1/7]
84) http://www.atla.com/contact_departments.html [20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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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TLA 조직도
상기 <그림 4>는 미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조직 구조로써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이사
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사회를 대표하는 전무이사 아래에는 행정부문, 전자
출판과 서비스부문, 재정서비스부문, 색인부문, 정보서비스부문, 회원서비스부문, 보존부문
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담당 관리자들이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 형태는 다
수의 부문화에 의한 수평적 분권 조직으로 각 부문에 권한을 위양한 기능별 조직 구조이
다. 따라서 경영 활동의 다양화와 조직의 유연성이 강화되고 업무의 전문성이 촉진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무의 조정이 곤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불편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5) 협력활동
ATLA는 ATLAS(ATLA Serials)85), ATLA RDB(ATLA Religion Database)86)와 40년
간 종교 관련 연속간행물과 단행본을 재구성한 마이크로 피쉬의 단행본 30,000권 이상과
마이크로 필름의 연속간행물 2,000종 이상을 보존․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50년간 신학과 종교 관련 서지 색인을 인쇄물과 CD-ROM, 그리고 MARC형태로
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활발한 생산물들의 판매를 통한 재정 자원의 확보로 ATLA의
다양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ATLA의 출판물로는 ‘Annual Report’와 ‘Summary of Proceedings of the ATLA
Annual Conference’가 있으며 계간으로 발행되는 ‘ATLA Newsletter’와 ‘Theology
Cataloging Bulletin’이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회의와 강습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들간의
정보 교환과 지식 습득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TLA에서 수행하고 있는 협력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5)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Serials : 신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전문 (Full-text)
DB로 1949년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신학 및 종교 관련 자료의 DB를 백만건 이상 수록
86)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Religion Database :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 분야 저널
article 및 단행본에 관한 서지 정보로 800,000건 이상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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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DRI(Cooperative Digital Resources Initiative)
참여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자원을 중앙저장소에 제공하여 웹 검색을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독립 프로젝트에 대한 링크도 제공
하는데 회원도서관들은 다른 도서관들의 디지털 프로젝트에 대한 이익과 디지털 자원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Memory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 공유 모델의 확장을 제공하는 전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
해 진행 중이다.
② FirstSearch Consortium
기관회원과 관계 단체 회원도서관들은 FirstSearch와 ATLA Serials에 관한 ATLA
Religion

Database를

포함하는

FirstSearch

데이터베이스의

가격

조율을

위한

ATLA/OCLC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③ NACO/CONSER Funnel Projects
NACO와 CONSER는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PPC) 구성요소의 부분이다.
․NACO (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
NACO는 이름 전거 협력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Library of Congress
Name Authotity File의 이름 전거 레코드들을 생성하고 수정한다.
․CONSER (International Cooperative Serials Cataloging Program)
CONSER는 국제 협력 연속간행물 목록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OCLC 데이터베이스의 주된 연속간행물 레코드들을 생성하고 수정한다.
④ On Demand Filming Program
ATLA에 요청한 연속간행물 혹은 단행본의 필름을 원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렇게 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ATLA's On Demand Filming Program의 비용을 회
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ATLA Serials Exchange (ASE)
ASE는 ATLA의 기관 회원들이 자관의 중복된 연속간행물들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각
각의 공유된 데이터베이스이다.
그 외에 ACL(Association of Christian Librarians),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BETH(Bibliotheques Europeennes de
Theologie) 등 미국내외의 신학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그
리고 ATLA의 회원도서관들은 OCLC 및 지역별 협력망을 통하여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Andover-Harvard Theological Library의 협력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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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ver-Harvard Theological Library는 OCLC의 종합 목록 협력활동과 상호대차 협
력활동에 참여88)하고 있으며 지역 협력망인 BTI(Boston Theological Institute)89)협력망에
도 참가하고 있다. BTI는 Boston 지역의 9개 신학대학, 즉 Andover Newton Theological
School, Boston College,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Episcopal Divinity
School,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Harvard Divinity School, Holy Cross
Greek Orthodox School of Theology, St. John's Seminary, Weston Jesuit School of
Theology 등이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신학 단체이다.
이 BTI 단체의 학생들은 다른 BTI 도서관에서 학생증으로 자료를 대출할 수 있으며 다
른 BTI 도서관에 갈 수 없는 상황이면 BTI Messenger Service에 의해 본인이 속해 있는
도서관의 대출 및 참고데스크에서 대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또한 ‘Hollis’라는 온
라인 목록을 통한 자료의 검색 화면은 다음 (그림 5)와 같다.90)

<그림 5> Hollis 목록 검색 화면

이와 같이 ATLA의 협력활동 범위는 회원도서관 상호간의 자원공유와 자료교환, 신학
관련 자료의 DB 구축, 회원 연수, 각종 신학관련 자료의 출판 활동 등으로 다른 신학도서
관협의회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활동의 활성화 요인
87)
88)
89)
90)

http://www.hds.harvard.edu/library [2003. 2/7]
http://www.oclc.org/home [2003. 3/1]
http://www.bostontheological.org/libraries [2003. 3/1]
http://128.103.60.91 [20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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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무엇보다도 신학관련 자료의 다양한 출판물 생산과 판매로 인한 재정 확보로 인
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각 회원도서
관들은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영국과 미국의 신학도서관협의회 협력활동을 살펴본 결과 각 협의회
목적과 특성에 따라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국의 경우 회원 연
수, 자원공유, 커뮤니티 활동, 출판물 발행 등의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는 회원 연수, 자원공유, 자료교환, 신학관련 DB 구축, 출판물 발행 등의 협력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활동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권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회원도서관들의 경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와 신학관련 출판물의 생산과 판매로 인한
수익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의한 참여 기관의 운영 효율화에 기
여하고 있다. 또한 각 신학대학도서관들은 신학도서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별
협력망에도 가입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 상호간의 협력활동은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출판물의 생산과 판매에 의한 재정 자원의 확보가 협력활동의 활성화를 촉진시킨
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활동, 즉 공동수서 및 분담수서,
종합목록, 상호대차 등과 같은 협력활동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도서관끼리 네트워크를 형
성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편리성에 의한 효율적인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도 협의회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를 회원들의 회비
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출판물의
생산과 판매로 협의회와 회원도서관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 회원도서관들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협력활
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도서관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역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신학
도서관협의회 차원에서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 회원도서관별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협력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미국의 BTI와 같이 회
원도서관간의 상호 이용은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차원에서 간편한 절차와 표준화
된 규칙에 의해 회원도서관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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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학대학도서관 협력활동에 대한 조사 분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현황과 협력활동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을 파
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3.1 조사 목적 및 방법
본 설문은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에 관한 도서관 실무자들의 견해를 파
악하여 협력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
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2003년 3월 현재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57개 단체 회원
중 교회 및 기관 소속 신학도서관 4개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전국의 53개 신학대
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4개 대학을 제외한 총 49개 대학에서 도서관
실무를 담당하는 선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4개 대학을 제외한 이유는 2개 대학
은 도서관 담당 사서가 없었고 나머지 2개 대학은 도서관 사정으로 설문에 답변할 수 없
었다.
설문지의 배포 및 수집은 전자우편과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03년 3월 19일에
1차로 46개 대학에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3월 20일에 2차로 3개 대학에 설문지를 발송하
였다. 설문지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배포한 이유는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 가지고 있
는 전자우편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포된 설문지는 2003년 4월 4일까지 17일간 총 44개 대학에서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89.8%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답변이 부정확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43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지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punching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0.0 Windows package를 이용하여 빈
도분석(frequency)에 의해 통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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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 문항 구성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소속인 신학대학도서관의 현황과 협력활동에 관한 문제점 및 개
선방안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크게 일반적인 사항, 분담수서, 종합서지DB 구축, 상호대
차 등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총 35문항에 걸쳐 질문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을 참조하고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신학대학도서관별 현황과 협력활동에 관한 회원도서관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분담수서에 관한 사항에서는 신학대학도서관들의 분담수서에 관한 인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종합서지DB 구축에 관한 사항에서는 종합목록에 관한 인식과 문제점 및 개선방
안, 그리고 타 기관의 종합목록에 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9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넷째,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에서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설문지 구성은 협력활동에 관한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와 구체적인 단
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3.3 조사 결과 분석
3.3.1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분석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분석은 도서관 현황과 협력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서관 현황 분석
신학대학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적요소 3개 항목과 물적요소 2개 항목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다.
⑴ 신학대학도서관의 인적요소
신학대학도서관의 인적요소, 즉 직원 수, 근무연수, 봉사대상자 수에 관한 질문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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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신학대학도서관의 인적 요소
구분

전 문직

직 원수

비전문 직

학생보조원

근무년 수

봉사대상자 수

내용

응답대학(수)

비율(%)

1∼2명
3∼5명
6명이상
무응답
합계
1∼2명
3∼5명
6명이상
무응답
합계
1∼10명이하
10∼30명이하
30명이상
무응답
합계
2년미만
2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합계
500명이상
500∼1000명이하
1000∼2000명이하
2000∼5000명이하
5000명이상
무응답
합계

23
10
8
2
43
13
3
2
25
43
22
7
3
11
43
5
8
12
18
43
17
6
7
7
4
2
43

53.5
23.2
18.6
4.7
100
30.2
7.0
4.7
58.1
100
51.2
16.3
7.0
25.5
100
11.6
18.6
27.9
41.9
100
39.5
13.9
16.3
16.3
9.3
4.7
100

상기 <표 8>에 나타난 직원수를 보면 전문직원 1∼2명으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이 23곳(53.5%)으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또한 비전문직원에 대한 응답에서는 25곳
(58.1%)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보조원에 대한 응답에서는 1∼10명이 22곳
(51.2%)으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신학대학도서관들이 1∼2명의 전문
직원으로 도서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소규모 신학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인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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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인력은 학생보조원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러
한 인력 부족 현상은 결국 도서관 운영과 상호 협력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분석된다.
근무연수에서는 10년 이상이 18명(41.9%)이고 2년 미만이 5명(11.6%)으로 비교적 숙련
된 직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신학대학도서관 직원
들이 소속 교단 출신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봉사대상자 수에서는 500명 이하가 17곳(39.5%)으로 소규모 신학대학들이 상당수에 이
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단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신학대학들이 목회자 및 신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만 개설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⑵ 신학대학도서관의 물적 요소
신학대학도서관의 소장자료와 전산화에 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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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학대학도서관의 물적 요소
구 분

단행 본

소장 자료

정기간행물

비도서자료

도서관 전산화

내용

응답대학(수)

비율(%)

20000권이하

8

18.6

20000∼50000권이하

12

28.0

50000∼100000권이하

10

23.2

100000∼200000권이하

9

20.9

200000권이상

4

9.3

합계

43

100

100종이하

11

25.6

100∼300종이하

15

34.9

300∼1000종이하

13

30.2

1000종이상

4

9.3

합계

43

100

1000개이하

11

25.6

1000∼2000개이하

11

25.6

2000∼10000개이하

12

27.9

10000개이상

4

9.3

무응답

5

합계

43

11.6

그렇다

36

83.9

진행중이다

4

9.3

계획중이다

3

7.0

합계

43

100

100

상기 <표 9>에 나타난 단행본을 보면 20000권 이하가 8곳(18.6%)이고 20000권 이상
50000권 이하가 12곳(28.0%)인데 50000권 이하의 단행본을 보유한 도서관이 20곳(46.6%)
으로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정기간행물은 300종 이하가 26곳(60.5%)으로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비도서자료도 2000개 이하가 22곳(51.2%)으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도서관일수록 도서구입 예산이 적기 때문인데 이것은 분담수서, 상호대차
등과 같은 협력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규모가 큰 도서관에 편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도서관 전산화에서는 36곳(83.9%)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곳(9.3%)은 진행
중이며 3곳(7.0%)은 계획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신학대학도서관간의 협력활동 수행
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며 협력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회원도서관의 전
산화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 도서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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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협력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
협력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인 요소와 구체적인 요소로 구
분하여 조사하였다.
⑴ 일반적인 요소
일반적인 요소로는 협력에 관한 규정,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역할, 회원교들의 참여
정도, 도서관 운영의 도움 정도, 네트워크 모델, 기타 협의회 가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협력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요소
구 분

협력 규정의
협력활동
도움 여부

한국신학도서관협
의회의 협력활동에
관한 역할 수행

회원교의 협력
활동 참여 정도

내용

응답대학(수)

비율(%)

그렇다

19

44.2

아니다

6

14.0

잘모름

15

34.9

무응답

3

7.0

합계

43

그렇다

19

44.2

아니다

7

16.3

잘모름

17

39.5

합계

43

적극적 참여

12

27.9

제반여건의 부족으로 참여를 못함

30

69.8

참여의 필요성을 못느낌

1

2.3

합계

43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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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운영의
도움 여부

효과적인
네트워크
모델

가입협 회

그렇다

31

72.1

아니다

3

7.0

잘모름

7

16.3

무응답

1

2.3

기타

1

2.3

합계

43

집중형

10

23.3

분산형

8

18.6

계층형

3

7.0

혼합형

17

39.5

무응답

3

7.0

기타

2

4.7

100

합계

43

100

광주과학기술원 학술잡지공동활용협의회

3

*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1

*

대전․충남지역 도서관협의회

5

*

전국대학도서관협의회

3

*

전북지역 대학도서관협의회(ACLC)

3

*

천안․아산지역 도서관협의회

1

*

한국가톨릭대학도서관협의회

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3

*

한국도서관협회

21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9

*

SLIMA 사용자 협의회

3

*

무응답

12

*

*다중 응답 문항

상기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협력규정이 실제 협력활동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
에 ‘그렇다’가 19곳(44.2%)이고 ‘아니다’가 6곳(14.0%), ‘잘 모르겠다.’가 15곳(34.9%)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협력활동에 관한 규정의 구속력과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
라서 협력활동이 그 실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제도적
확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역할 수행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가 19곳(44.2%), ‘아니다’
가 7곳(16.3%), ‘잘 모르겠다.’가 17곳(39.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신학도서
관협의회의 역할 수행에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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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도서관들의 협력활동 참여 정도에 관한 질문에서는 ‘적극적 참여’가 12곳(27.9%),
‘제반 여건의 부족으로 적극적 참여를 못함’이 30곳(69.8%), ‘참여의 필요성을 못느낌’이 1
곳(2.3%)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각 회원도서관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서관 운영의 도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가 31곳(72.1%), ‘아니다’가 3곳
(7.0%), ‘잘 모르겠다.’가 7곳(16.3%)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 대학도서관에 비해 제
반 여건이 열악한 신학대학도서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를 중
심으로 한 협력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재정 확보는 협의회의 주
도적인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적인 협력네트워크로는 혼합형이 17곳(39.5%), 집중형이 10곳(23.3%), 분산형이 8곳
(18.6%), 계층형이 3곳(7.0%) 순으로 혼합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협력활동의 특성에 따라 협력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이외에 어떠한 협의회에 가입하였느냐는 질문에서는 21곳(48.8%)
의 도서관들이 한국도서관협회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또한 무응답도 13곳(30.2%)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신학이라는 특수성과 도서관 규모 및 행․재정적 체제의 차이
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인해 여타의 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
라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회원도서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활
동을 추진․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⑵ 구체적인 요소
구체적인 요소로는 협력활동의 내용에 관한 중요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 그 결과
는 다음 <표 11>과 같다.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345

<표 11> 협력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요소
구
분

1순위
내 용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평점
(수) (%) (수) (%) (수) (%) (수) (%) (수) (%)

공동수서 및 분담수서

2

4.7

6 14.0

9 20.9

6 14.0

4

9.3

36

분담목록 및 종합목록

10

23.3

10 23.3

5 11.6

3

7.0

3

7.0

37

공동보존

0

0.0

0

0.0

0

0.0

1

2.3

3

7.0

23

참고봉사

1

2.3

3

7.0

3

7.0

5 11.6

7 16.3

28

상호이용

7

16.3

6 14.0

9 20.9

6 14.0

3

7.0

36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 15
협
직원교류
2
력
활 도서관비품의 공동구입활용 0
동
홍보활동
0
에
출판활동 및 소식지 발행
1

34.9

12 27.9

도서관경영의 협력
Truck(차량)운영 서비스

9 20.9

1

2.3

2

4.7

41

4.7

0

0.0

0

0.0

1

2.3

4

9.3

25

0.0

0

0.0

0

0.0

1

2.3

0

0.0

18

0.0

0

0.0

0

0.0

1

2.3

1

2.3

21

2.3

0

0.0

0

0.0

1

2.3

0

0.0

19

0

0.0

1

2.3

1

2.3

0

0.0

4

9.3

24

0

0.0

0

0.0

0

0.0

0

0.0

0

0.0

17

직원연수
중
복사카드의 호환
요
도 회원도서관 이용시 절차의
간편화

1

2.3

2

4.7

2

4.7

2

4.7

2

4.7

27

0

0.0

1

2.3

0

0.0

3

7.0

0

0.0

20

2

4.7

0

0.0

3

7.0

5 11.6

2

4.7

30

전시회등 다양한 문화 행사

0

0.0

0

0.0

0

0.0

0

0.0

2

4.7

22

공동프로젝트 및
공동프로그램 개발

0

0.0

0

0.0

0

0.0

4

9.3

0

0.0

24

무응답

2

4.7

2

4.7

2

4.7

3

7.0

6 14.0 283

합계

43

100

43

100

43

100

43

100

재정확보

11

25.6

5 11.6

4

9.3

4

9.3

7 16.3

31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역할 강화

8

18.6

4

7 16.3

15 34.9

5 11.6

39

인원확보

1

2.3

5 11.6

8 18.6

19

관리자 및 직원들의 인식
확대

8

18.6

10 23.3

7 16.3

4

9.3

39

0

0.0

1

2.3

4

9.3

7

8

18.6

9 20.9

12 27.9

8 18.6

4

9.3

41

7

16.3

10 23.3

7 16.3

2

7 16.3

33

관
한

협
력
활
동
의

회원도서관의 확충
개
구체적 실질적
선
협력활동 추진
방
회원도서관들의 적극적 협조
안
무응답
합계

0

9.3

0.0

1

2.3

10 23.3
2

4.7

4

9.3

4.7

43

0

0.0

0

0.0

0

0.0

2

4.7

4

43

100

43

100

43

100

43

100

43

100 731

9.3

6

100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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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1>의 결과를 평점91)으로 분석하면 협력활동에 관한 중요도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협력활동에 관한 중요도
순 위

내용

1순위

상호대차․원문복사서비스

2순위

분담목록 및 종합목록

3순위

공동수서 및 분담수서 / 상호이용

4순위

회원도서관 이용시 이용 절차의 간편화

5순위

참고봉사

6순위

직원연수

7순위

직원교류

8순위

공동 프로젝트 및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 / 도서관 경영의 협력

9순위

공동보존

10순위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11순위

홍보활동

12순위

복사카드 호환

13순위

출판활동 및 소식지 발행

14순위

도서관 비품의 공동 구입 및 활용

상기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의 도서관들이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협력활동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
고 협력활동을 추진하길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협력활동의 개선방안에 관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협력활동의 개선방안
순 위

내용

1순위

구체적 실질적 협력활동 추진

2순위

관리자의 인식 확대 /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역할 강화

3순위

회원도서관들의 적극적 협조

4순위

재정 확보

5순위

인원 확보

6순위

회원도서관의 확충

91) 1,2,3,4,5순위에 대한 문항의 조사 결과 변별력이 없어서 <표 11> <표 16> <표 21> <표 23> <표
28> <표 30> <표 35> <표 38> <표 40> <표 42>는 다중 응답에 의한 평점 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에 관한 연구 347

상기 <표 13>에 나타난 결과는 현재 협력활동의 문제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협력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안과 체제 구축 및 표준화된 지침 등이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3.3.2 분담수서에 관한 분석
분담수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즉, 분담수서의 필요 여부와
그에 따른 이유, 분담수서의 합리적 분담 기준, 자료의 중점 구입 분야, 분담수서시 원하
는 주제분야, 분담수서시 고려 사항, 분담수서의 개선방안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1) 분담수서의 필요 여부
분담수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분담수서의 필요 여부
분담수서의 필요 여부

응답대학(수)

비율(%)

그렇다

19

44.2

아니다

14

32.6

잘모르겠다

10

23.3

합계

43

100

상기 <표 14>에서와 같이 분담수서에 관한 인식은 ‘그렇다’가 19곳(44.2%), ‘아니다’가
14곳(32.6%), ‘잘 모르겠다’가 10곳(23.3%)으로 응답의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 또는 회의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분담수서가 실제 도서관 업무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2) 분담수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분담수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담수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14곳과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1곳에서 답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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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분담수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분담수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응답대학(수)

비율(%)

업무량 증가

1

6.7

예산 부족

4

26.6

인력 부족

3

20.0

자관의 자료만으로도 충분

1

6.7

무응답

1

6.7

기타

5

33.3

합계

15

100

상기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부족이 4곳(26.6%), 인력부족이 3곳(20.2%)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료 이용상의 불편성, 지리적 문제, 자관의 특성과 선호도에
따른 분담수서의 어려움, 도서관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공동이용에 관한 회의적 반
응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분담수서에 관한 성공 여부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3) 분담수서의 필요성
분담수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분담수서의 필요성
1순위
분담수서의 필요성

2순위

3순위

5순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평점
(수) (%) (수) (%) (수) (%) (수) (%) (수) (%)

예산절감

9 37.5

5 23.8

1

불필요한 자료의 중복 구입 지양

5 20.8

6 28.6

회원도서관간의 자원 공유

5 20.8

1

물리적 공간 문제의 해결

0

0.0

분담구입으로 인한 장서 구성의 확대

2

8.3

2

회원도서관의 장서 특성화

1

4.2

자료의 효율적 이용

0

무응답
기타
합 계

4순위

4 20.0

1

5.3

20

3 14.4

0

1

5.3

15

4.8

4 19.0

5 25.0

2 10.5

17

4 19.0

4 19.0

1

5.0

2 10.5

11

9.5

4 19.0

6 30.0

6 31.6

20

1

4.8

4 19.0

2 10.0

4 21.0

12

0.0

2

9.5

1

4.8

2 10.0

3 15.8

8

1

4.2

0

0.0

0

0.0

0

0.0

0

0.0

1

1

4.2

0

0.0

0

0.0

0

0.0

0

0.0

1

24 100

21 100

4.8

21 100

0.0

20 100

19 10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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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6>의 결과를 평점으로 분석하여 순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분담수서의 필요성에 대한 순위
순 위

내 용

1순위

예산절감 / 분담구입으로 인한 장서 구성의 확대

2순위

회원도서관간의 자원 공유

3순위

불필요한 자료의 중복 구입 지양

4순위

회원도서관의 장서 특성화

5순위

물리적 공간문제 해결

6순위

자료의 효율적 이용

상기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 경영의 효율화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측
면에서 분담수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4) 분담수서에 대한 분담 기준
분담수서를 실시할 경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담 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분담수서에 대한 분담 기준

분담 기준

응답대학(수)

비율(%)

주제별

28

65.1

언어별

0

0.0

분류번호별

1

2.3

시대별

0

0.0

자료형태별

0

0.0

교파별

5

11.6

지역별

3

7.0

무응답

5

11.6

기타

1

2.3

43

100

합 계

상기 <표 18>의 결과를 보면 주제별 기준에 의한 분담수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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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며 교파별 기준에 의한 분담수서도 5곳(11.6%)이나 되었다. 이것은 신학이
라는 특수 주제를 다루는 동시에 각 교파별 필요에 의해 신학대학이 설립된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된다.
5) 중점 구입 주제 분야
개별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중점 구입 주제 분야
중점 구입 주제 분야

응답대학(수)

비율(%)

구약신학

2

4.7

신약신학

3

7.0

조직신학

11

25.6

역사신학

2

4.7

실천신학

3

7.0

기독교교육학

1

2.3

기독교윤리학

0

0.0

선교학

2

4.7

여성신학

1

2.3

혼합주제

8

18.6

신학 이외의 주제*

2

4.7

기타(신학관련 주제)

3

7.0

무응답

5

11.6

43

100

*

합 계

* 혼합주제는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윤리학, 선교학, 여성신학을 포함
* 기타 신학관련 주제란 위에 제시된 9가지 신학 이외의 신학을 의미

상기 <표 19>에서 보면 조직신학에 중점을 두고 구입하는 곳이 11곳(25.6%)이고 신학
분야를 전반적으로 구입하는 곳도 8곳(18.6%)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자료
를 다양하게 구입하는 신학대학도서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근래의 신학대학들이
일반대학화되어 가는 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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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담수서시 원하는 주제 분야
분담수서를 실시할 경우 분담하고 싶은 주제 분야에 대한 조사로 그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분담수서시 원하는 주제 분야
분담수서시 원하는 주제 분야

응답대학(수)

비율(%)

구약신학

3

7.0

신약신학

4

9.3

조직신학

7

16.3

역사신학

4

9.3

실천신학

2

4.7

기독교교육학

2

4.7

기독교윤리학

0

0.0

선교학

2

4.7

혼합주제*

2

4.7

3

7.0

기타 신학관련 주제

5

11.6

무응답

9

20.9

43

100

신학 이외의 주제
*

합 계

* 혼합주제는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
교교육학, 기독교윤리학, 선교학, 여성신학을 포함
* 기타 신학관련 주제란 위에 제시된 9가지 신학 이외의 신학을 의미

상기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원하는 분야도 역시 조직신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구입하고 있는 분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별 신학대학도서관의 특
성에 따라 자료를 분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7) 분담수서시 고려할 사항
분담수서시 고려할 사항에 관한 조사로써 그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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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분담수서시 고려할 사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분담수서시 고려할 사항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평점
(수) (%) (수) (%) (수) (%) (수) (%) (수) (%)
도서관 예산 규모

12

27.9

11

25.6

9

20.9

1

소속대학의 특성

2.3

6

14.0

39

15

34.9

7

16.3

7

16.3

4

9.3

1

2.3

34

도서관의 수서 정책

4

9.3

8

18.6

7

16.3

9

20.9

8

18.6

36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

4

9.3

7

16.3

7

16.3

17

39.5

2

4.7

37

도서관 특성

5

11.6

5

11.6

8

18.6

2

4.7

7

16.3

27

고가의 자료

0

0.0

0

0.0

1

2.3

2

4.7

3

7.0

6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

1

2.3

2

4.7

0

0.0

0

0.0

2

4.7

5

고도의 전문화된 자료

0

0.0

0

0.0

2

4.7

4

9.3

6

14.0

12

희귀자료

0

0.0

1

2.3

0

0.0

1

2.3

3

7.0

5

회색문헌

0

0.0

0

0.0

0

0.0

0

0.0

0

0.0

0

무응답
합 계

2

4.7

2

4.7

2

4.7

3

7.0

5

11.6

14

43

100

43

100

43

100

43

100

43

100

143

상기 <표 21>의 결과를 평점으로 분석하여 그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분담수서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도서관 예산 규모

2순위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

3순위

도서관 수서 정책

4순위

소속대학 특성

5순위

도서관 특성

6순위

고도의 전문화된 자료

7순위

고가의 자료

8순위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

9순위

희귀자료

상기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속대학 및 도서관의 규모에 의한 행정적 재정적
체제가 분담수서 수행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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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담수서의 개선방안
분담수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 즉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분담수서의 개선방안
1순위
분담수서의 개선방안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평점
(수) (%) (수) (%) (수) (%) (수) (%) (수) (%)

제도적 행정적 정비

4

9.3

11 25.6

예산 확보

7 16.3

인원 확보

2

3

7.0

5 11.6

1

2.3

24

6 14.0

5 11.6

5 11.6

3

7.0

26

4.7

4

9.3

5 11.6

1

6 14.0

18

직원들의 분담수서에 대한 인식

6 14.0

4

9.3

3

7.0

8 18.6

3

7.0

24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절대적 신뢰와 긴밀한 협조

9 20.9

5 11.6

7 16.3

7 16.3

5 11.6

33

지역별 자원도서관 선정

0

0.0

1

1

4

6 14.0

12

자원 공유 네트워크 구축

3

7.0

8 18.6

7 16.3

6 14.0

4

9.3

28

대학 당국의 이해와 협조

10 23.3

2.3

2.3

2.3

9.3

2

4.7

9 20.9

2

4.7

4

9.3

27

적극적 홍보 활동

0

0.0

0

0.0

1

2.3

3

7.0

7 16.3

11

무응답

2

4.7

2

4.7

2

4.7

2

4.7

4

12

합계

43

100

43

100

43

100

43

100

43

9.3

100 215

상기 <표 23>을 평점으로 분석하여 순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분담수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절대적 신뢰와 긴밀한 협조

2순위

자원 공유 네트워크 구축

3순위

대학 당국의 이해와 협조

4순위

예산 확보

5순위

제도적 행정적 정비 / 직원들의 분담수서에 대한 인식

6순위

인원 확보

7순위

지역별 자원도서관 선정

8순위

적극적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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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절대적 신뢰와 긴밀한
협조에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분담수서를 실시함에 있어 자관의 특성과 체제
를 항상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것은 분담수서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3 종합서지DB 구축에 관한 분석
종합서지DB 구축에 관한 사항, 즉 소장자료에 대한 DB 구축 여부, 회원도서관간의 종
합서지DB 구축 여부와 그에 따른 이유, 종합서지DB 구축의 개선방안, KERIS 통합목록
의 이용 여부, KERIS 통합목록 이용시 문제점,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종합서지DB 구
축시 고려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1) 소장자료에 대한 DB 구축 여부
자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DB 구축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소장자료에 대한 DB 구축 여부
소장자료에 대한 DB 구축 여부

응답대학(수)

비율(%)

그렇다

36

83.7

아니다

1

2.3

진행중이다

5

11.6

계획중이다

1

2.3

합 계

43

100

상기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렇다’가 36곳(83.7%), ‘아니다’가 1곳(2.3%), ‘진행
중이다’가 5곳(11.6%), ‘계획중이다’가 1곳(2.3%)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종합서지 DB 구축
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2) 회원도서관간의 종합서지DB 구축 필요 여부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간의 종합서지DB 구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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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회원도서관간의 종합서지DB 구축 필요 여부
회원도서관간의 종합서지DB 구축 필요 여부

응답대학(수)

비율(%)

그렇다

33

76.7

아니다

7

16.3

잘모르겠다

3

7.0

합계

43

100

상기 <표 26>에서와 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도서관들이 33곳(76.7%)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차원의 특성화된 종합서지DB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종합서지DB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종합서지DB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종합서지DB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종합서지DB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응답대학(수)

비율(%)

회원도서관간의 인식 부족

0

0.0

사서들의 인식 부족

0

0.0

행․재정적 지원 미비

1

12.5

도서관 전산화의 미비

2

25.0

타 기관의 종합서지DB 이용

5

62.5

종합서지DB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

0

0.0

8

100

합계

상기 <표 27>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모두 8곳에서 응답하였는데 이는 종합서지DB 구
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7곳과 잘모르겠다로 응답한 1곳에서 답변한 것으로 타 기
관의 종합서지DB 이용이 5곳(62.5%)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서지DB를 이용하는 도서관
중 일부는 종합서지DB 구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복 투자에 의한 예산의 낭비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4) 종합서지DB 구축의 필요성
종합서지DB 구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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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종합서지DB 구축의 필요성
1순위
종합서지DB 구축의 필요성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평점
(수) (%) (수) (%) (수) (%) (수) (%) (수) (%)

통합 검색 정보 환경 제공

15

39.4

4

11.8

6

18.2

4

12.5

1

3.2

30

서지DB 생성의 중복 지양
회원도서관간의 서지DB 공동
활용
상호대차의 활성화

1

2.6

6

17.6

3

9.1

4

12.5

6

18.7

20

8

21.0

6

17.6

7

21.2

2

6.3

6

18.7

29

3

7.9

11

32.4

7

21.2

7

21.9

2

6.3

30

분담수서의 활성화

0

0.0

1

2.9

3

9.1

5

15.6

4

12.5

13

분담목록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절감

4

10.6

4

11.8

4

12.1

5

15.6

7

21.9

24

참고 및 정보서비스의 향상

3

7.9

2

5.9

3

9.1

5

15.6

6

18.7

19

CIP 시스템의 미비

0

0.0

0

0.0

0

0.0

0

0.0

0

0.0

0

무응답

4

10.6

0

0.0

0

0.0

0

0.0

0

0.0

4

38

100

34

100

33

100

32

100

32

합계

100 169

상기 <표 28>의 결과를 평점으로 분석하여 그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종합서지DB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순위
순 위

내 용

1순위

통합 검색 정보 환경 제공 / 상호대차의 활성화

2순위

회원도서관간의 서지DB 공동 활용

3순위

분담 목록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절감

4순위

서지DB 생성의 중복 지양

5순위

참고 및 정보서비스의 향상

6순위

분담수서의 활성화

상기 <표 29>에 나타난 결과는 종합서지DB 구축이 상호대차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는 것으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편목 업무의 효율성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서지
검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종합서지DB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 종합서지DB 구축의 개선방안
종합서지DB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 즉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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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종합서지DB 구축의 개선방안
1순위
종합서지DB 구축의 개선방안
회원도서관별 소장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평점
(수) (%) (수) (%) (수) (%) (수) (%) (수) (%)
20

46.5

5

11.6

3

7.0

2

4.7

1

2.3

31

예산 확보

6

14.0

4

9.3

1

2.3

1

2.3

인원 확보

0

0.0

4

9.3

3

7.0

3

7.0

4

9.3

16

5

11.6

15

목록 형식의 표준화

7

16.3

9

20.9

10

23.3

6

14.0

0

0.0

32

분담 목록 환경 제공

3

7.0

6

14.0

8

18.6

7

16.3

5

11.6

29

각 도서관별 전산망 구축

0

0.0

3

7.0

4

9.3

7

16.3

9

20.9

23

회원도서관들의
망라적 적극적 참여

1

2.3

5

11.6

6

14.0

6

14.0

10

23.3

28

제도적 정비

1

2.3

2

4.7

2

4.7

2

4.7

2

4.7

9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주도적 역할

3

7.0

3

7.0

4

9.3

6

14.0

2

4.7

18

무응답

2

4.7

2

4.7

2

4.7

3

7.0

5

11.6

14

합계

43

100

43

100

43

100

43

100

43

100 215

상기 <표 30>을 평점으로 분석하여 순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종합서지DB 구축의 개선방안에 대한 순위
순 위

내용

1순위

목록형식의 표준화

2순위

회원도서관별 소장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3순위

분담 목록 환경 제공

4순위

회원도서관들의 망라적 적극적 참여

5순위

각 도서관별 전산망 구축

6순위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주도적 역할

7순위

예산 확보

8순위

인원 확보

9순위

제도적 정비

상기 <표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한 목록형식의 표준화는 기존의
종합서지DB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다. 즉, 일원화된 목록형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 도서관별로 같은 레코드가 서로 다르게 편목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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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간에는 신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kormarc과 usmarc
에 근거한 편목 지침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6) KERIS 통합 목록 이용 여부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종합서지DB를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KERIS 통합 목록 이용 여부
KERIS 통합 목록 이용 여부

응답대학(수)

비율(%)

그렇다

28

65.1

아니다

12

27.9

계획중이다

3

7.0

합계

43

100

상기 <표 32>의 결과를 보면 ‘그렇다’가 28곳(65.1%), ‘아니다’가 12곳(27.9%), ‘계획중이
다’가 3곳(7.0%)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다수의 도서관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통합 목
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KERIS 통합 목록 이용시 문제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종합서지DB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KERIS 통합 목록 이용시 문제점
KERIS 통합 목록 이용시 문제점
신학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의 포괄적 검색 지원 미비
최신자료의 부족
레코드에 포함된 데이터의 불완전성
검색 결과의 중복성
검색 엔진의 성능에 대한 불만
종합서지DB의 품질에 대한 불만
종합서지DB의 관리 및 품질 유지의 부재
사용 절차의 번거로움
무응답
기타
* 다중 응답 문항

*

응답대학(수)
15
15
13
12
2
6
4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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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KERIS의 통합 목록을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지적한 것은 신학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의 포괄적 검색 지원 미비와
최신자료의 부족이다. 이것은 KERIS의 통합 목록이 대부분 일반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
는 서지DB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별로 목록 작성 후 up-date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
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차원의 효율적 종합서지DB 구축
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종합서지DB 구축시 이용 여부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 종합서지DB를 구축한다면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종합서지DB 구축시 이용 여부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종합서지DB 구축시 이용 여부

응답대학(수)

비율(%)

그렇다

33

76.7

아니다

0

0.0

고려해보겠다

9

20.9

기타

1

2.3

합계

43

100

상기 <표 34>의 결과를 보면 ‘그렇다’가 33곳(76.7%), ‘고려해보겠다’가 9곳(20.9%), 기
타가 1곳(2.3%)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종합서지DB 구축의 이용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KERIS의 통합 검색과의 차별성을 염두
에 두고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종합서지DB 구축시 고려할 사항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종합서지DB는 어떠한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
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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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종합서지DB 구축시 고려할 사항
종합서지DB 구축시
고려할 사항
신학서지DB의 망라적 구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평점
(수) (%) (수) (%) (수) (%) (수) (%) (수) (%)
12

27.9

5

11.6

2

4.7

7

16.3

3

7.0

29

신학서지DB의 특성화

7

16.3

9

20.9

7

16.3

3

7.0

1

2.3

27

신학서지DB의 고급화

4

9.3

4

9.3

6

14.0

3

7.0

3

7.0

20

검색 절차의 간편성

6

14.0

7

16.3

6

14.0

8

18.4

4

9.3

31

13

30.2

9

20.9

5

11.6

3

7.0

3

7.0

33

로딩의 신속성

0

0.0

1

2.3

5

11.6

6

14.0

7

16.3

19

브라우저간의 호환성 용이

0

0.0

4

9.3

9

20.9

7

16.3

7

16.3

27

검색된 DB의 링크를
통한 부가 기능 강화

0

0.0

1

2.3

0

0.0

3

7.0

8

18.4

12

검색시 특수언어(히브리어
및 헬라어)에 대한 지원

0

0.0

2

4.7

2

4.7

1

2.3

5

11.6

10

무응답

0

0.0

1

2.3

1

2.3

2

4.7

2

4.7

1

기타

1

2.3

0

0.0

0

0.0

0

0.0

0

0.0

2

43

100

43

100

43

100

43

100

43

레코드의 표준화에 의한
종합서지DB 구축

합계

100 211

상기 <표 35>의 결과를 평점으로 분석하여 그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6>과 같다.
<표 36> 종합서지DB 구축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순위
순위

내 용

1순위

레코드의 표준화에 의한 종합서지DB 구축

2순위

검색절차의 간편성

3순위

신학서지DB의 망라적 구축

4순위

브라우저간의 호환성 용이 / 신학서지DB의 특성화

5순위

신학서지DB의 고급화

6순위

로딩의 신속성

7순위

검색된 DB의 링크를 통한 부가 기능 강화

8순위

검색시 특수언어(히브리어 및 헬라어)에 대한 지원

상기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응답한 레코드의 표준화에 의한 종합서
지DB 구축은 타 기관의 종합서지DB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표출한 것이다. 그리고
검색 절차의 간편성은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를 고려한 편리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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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게 응답한 검색시 특수언어에 대한 지원의 경우는 아직 국내 도서관계의 특수언
어 상용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3.4 상호대차에 관한 분석
본 항에서의 상호대차란 자료의 현물 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대차에 관한 일반적
사항, 즉 상호대차의 실시 여부, 상호대차의 필요성, 상호대차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상호
대차의 개선방안, 상호대차의 연평균 의뢰 및 제공 건수에 관해 조사하였다.
1) 상호대차의 실시 여부
상호대차를 실시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상호대차의 실시 여부
상호대차의 실시 여부

응답대학(수)

비율(%)

그렇다

11

25.6

아니다

28

65.1

진행중이다

3

7.0

계획중이다

1

2.3

합계

43

100

상기 <표 37>에서와 같이 ‘그렇다’가 11곳(25.6%), ‘아니다’가 28곳(65.1%), ‘진행중이다’
가 3곳(7.0%), ‘계획중이다’가 1곳(2.3%)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다수의 도서관들이 상호
대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는 있지만 자관의 제반 여건과 인식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상호대차의 필요성
상호대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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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상호대차의 필요성
1순위
상호대차의 필요성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평점
(수) (%) (수) (%) (수) (%) (수) (%) (수) (%)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봉사

28

65.1

6

14.0

3

7.0

2

4.7

2

4.7

41

예산의 절감

0

0.0

6

14.0

7

16.3

7

16.3

3

7.0

23

자료 부족 해소

8

18.6

14

32.6

8

18.6

2

4.7

2

4.7

34

회원도서관의 정보자원 공유

5

11.6

11

25.6

10

23.3

6

14.0

1

2.3

33

자료의 중복 구입 지양

0

0.0

1

2.3

2

4.7

7

16.3

10

23.3

20

장서 구성의 내실화

0

0.0

0

0.0

2

4.7

5

11.6

8

18.6

15

회원도서관별 소장자료의
불균형 해소

0

0.0

0

0.0

4

9.3

5

11.6

5

11.6

14

저작권 문제의 부분적 해소

0

0.0

0

0.0

1

2.3

0

0.0

3

7.0

4

무응답

2

4.7

5

11.6

6

14.0

9

20.9

9

20.9

31

합계

43

100

43

100

43

100

43

100

43

100 215

상기 <표 38>을 평점으로 분석하여 순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상호대차의 필요성에 대한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봉사

2순위

자료 부족 해소

3순위

회원도서관의 정보 자원 공유

4순위

예산의 절감

5순위

자료의 중복 구입 지양

6순위

장서 구성의 내실화

7순위

회원도서관별 소장자료의 불균형 해소

8순위

저작권 문제의 부분적 해소

상기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도서관들의 자료 부족 현상으로 인한 이용자들
의 불만을 상호대차라는 매개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서
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장 적게 응답한 저작권 문제의 부분 해소는
아직까지 저작권법에 관한 현장 사서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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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대차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상호대차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40>과 같다.
<표 40> 상호대차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상호대차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평점
(수) (%) (수) (%) (수) (%) (수) (%) (수) (%)
업무량의 증가

3

10.0

2

7.1

7

26.0

4

14.8

4

14.8

20

인원 부족

7

23.3

5

17.9

3

11.1

5

18.5

4

14.8

24

예산 부족

2

6.7

4

14.3

0

0.0

1

3.7

1

3.7

8

자료의 분실 및 훼손 우려

7

23.3

6

21.5

3

11.1

3

11.1

2

7.4

21

대학 당국 및 직원의 인식
부족

5

16.7

2

7.1

3

11.1

2

7.4

4

14.8

16

이용자의 요구 부족

3

10.0

3

10.7

3

11.1

0

0.0

0

0.0

9

자관의 자료만으로도 충분

1

3.3

0

0.0

4

14.8

0

0.0

1

3.7

6

자관의 자료부족으로 내부
이용자의 요구에만 대응

0

0.0

4

14.3

2

7.4

7

26.0

5

18.5

18

무응답

0

0.0

2

7.1

2

7.4

5

18.5

6

22.3

2

기타

2

6.7

0

0.0

0

0.0

0

0.0

0

0.0

15

30

100

28

100

27

100

27

100

27

100

139

합계

상기 <표 40>의 결과를 평점으로 분석하여 그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상호대차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순위
순 위

내 용

1순위

인원부족

2순위

자료의 분실 및 훼손 우려

3순위

업무량의 증가

4순위

자관의 자료 부족으로 내부 이용자의 요구에만 대응

5순위

대학 당국 및 직원의 인식 부족

6순위

이용자의 요구 부족

7순위

예산 부족

상기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상호대차를 운영할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호대차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

364 신학과 도서관

것이다. 이것은 상당수의 신학대학도서관들이 1∼2명의 직원만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분석된다.
4) 상호대차의 개선 방안
상호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 즉 상호대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으로 그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상호대차의 개선 방안
1순위
상호대차의 개선 방안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평점
(수) (%) (수) (%) (수) (%) (수) (%) (수) (%)

인원 확보

11

25.6

4

9.3

9

20.9

0

0.0

3

7.0

27

예산 확보

2

4.7

10

23.3

1

2.3

3

7.0

2

4.7

18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대차
체제 구축

9

20.9

7

16.3

3

7.0

5

11.6

5

11.6

29

제도적 정비

2

4.7

4

9.3

3

7.0

4

9.3

3

7.0

16

종합목록 구축 및 주기적 갱신

4

9.3

3

7.0

3

7.0

5

11.6

4

9.3

19

상호대차에 대한 홍보 및 이용
지도

2

4.7

3

7.0

5

11.6

7

16.3

5

11.6

22

회원도서관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7

16.3

6

14.0

11

25.6

4

9.3

2

4.7

30

장서 구성의 특성화

0

0.0

0

0.0

1

2.3

2

4.7

5

11.6

8

대학 당국의 이해 및 직원들의
상호대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4

9.3

4

9.3

2

4.7

6

14.0

6

14.0

22

회원도서관간 전산화 격차 해소

0

0.0

0

0.0

0

0.0

2

4.7

3

7.0

5

회원도서관의 망라적 참여

0

0.0

2

4.7

3

7.0

3

7.0

2

4.7

10

지리적 근접성

2

4.7

0

0.0

2

4.7

1

2.3

1

2.3

6

무응답

0

0.0

0

0.0

0

0.0

1

2.3

2

4.7

3

43

100

43

100

43

100

43

100

43

합 계

100 215

상기 <표 42>를 평점으로 분석하여 순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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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상호대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회원도서관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2순위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대차 체제 구축

3순위

인원 확보

4순위

대학 당국의 이해 및 직원들의 상호대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상호대차에 대한 홍보 및 이용 지도

5순위

종합목록 구축 및 주기적 갱신

6순위

예산 확보

7순위

제도적 정비

8순위

회원도서관의 망라적 참여

9순위

장서 구성의 특성화

10순위

지리적 근접성

11순위

회원도서관간 전산화 격차 해소

상기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대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
탕으로 한 협력 의지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긴밀한 협력, 상호대차 체제의 구축으로
인한 상호대차 절차의 신속성과 편리성 등과 같은 선결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5) 상호대차의 연평균 의뢰 및 제공 건수
연평균 상호대차의 의뢰 및 제공 건수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44>
와 같다.
<표 44> 상호대차의 연평균 의뢰 및 제공 건수
구분
상호대차 의뢰 건수

상호대차 제공 건수

내용

응답대학(수)

비율(%)

100건 이하

13

72.2

100건 이상

5

27.8

합계

18

100

100건 이하

13

76.5

100건 이상

4

23.5

합계

17

100

상기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대차를 의뢰했던 곳이 총 18곳으로 연평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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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이하가 13곳(72.2%), 100건 이상이 5곳(27.8%)이며 상호대차를 제공한 곳은 총 16곳으
로 연평균 100건 이하가 13곳(76.5%), 100건 이상이 4곳(23.5%)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상호대차의 의뢰와 제공이 활발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4 협력활동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과 같이 제반 여건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도서관 경영
의 합리화와 이용자 요구의 만족을 위해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의회 차원에서 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성화된 신학관련 출판물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재정 확보로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활동은 각 회원도서관들의 특
성과 지역별 근접성을 고려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행함으로써 신속한 처리에 의
한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와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에 관한 규정이 실제 협력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협력활동에 관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
다.
셋째, 대다수의 회원도서관들이 제반 여건의 부족으로 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협력활동이 자관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로는 혼합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내용별 협력활동 중에서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 분담목록 및 종합목록,
공동수서 및 분담수서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협력활동의 개선방안으로는 구체적 실질적 협력활동 추진, 관리자의 인식 확대,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역할 강화 등을 지적하였다.
여덟째, 분담수서에 대한 필요 여부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도서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아홉째, 분담수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예산 및 인력 부족, 공동 이용에 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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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지리적 문제, 자관의 특성과 선호도에 따른 분담수서 곤란 등으로 조사되었다.
열째, 분담수서의 필요성으로 예산 절감, 장서구성의 확대, 자원 공유, 불필요한 자료의
중복 구입 지양 등을 지적하였다.
열 한째, 분담수서에 관한 분담 기준으로 주제별, 교파별, 지역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열 둘째, 중점 구입 주제분야로는 조직신학, 혼합주제, 신약신학, 실천신학 순으로 조사
되었다.
열 셋째, 분담수서시 원하는 주제 분야는 조직신학, 기타 신학관련 주제, 신약신학, 역
사신학 순으로 나타났다.
열 넷째, 분담수서시 고려할 사항으로 도서관 예산 규모, 이용자의 요구, 수서 정책, 소
속대학 및 도서관의 특성 등을 지적하였다.
열 다섯째, 분담수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로는 절대적 신뢰와 긴밀한 협력, 자원공
유 네트워크 구축, 대학 당국의 이해와 협조, 예산 확보 등으로 조사되었다.
열 여섯째, 대다수의 도서관들은 종합서지DB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열 일곱째, 종합서지DB 구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도서관들은 대부분 타 기관의
종합서지DB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여덟째, 종합서지DB 구축이 필요한 이유로는 상호대차의 활성화, 통합 검색 정보 환
경 제공, 서지DB 공동 활용, 인적 물적 자원의 절감 등을 지적하였다.
열 아홉째, 종합서지DB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로 목록형식의 표준화, 도서관별
소장자료의 DB 구축, 분담목록 환경 제공, 회원도서관들의 망라적 적극적 참여 등을 지적
하였다.
스물째,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KERIS의 통합목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물한째, KERIS 통합목록 이용시 문제점으로는 신학과 같은 특정주제에 대한 자료의
포괄적 검색 미비, 최신자료의 부족, 레코드에 포함된 데이터의 불완전성, 검색 결과의 중
복성, 검색 엔진의 성능에 대한 불만 등으로 조사되었다.
스물 둘째,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종합서지DB를 이용할 것이라
고 응답하였다.
스물 셋째, 종합서지DB 구축시 고려할 사항으로 레코드 표준화에 의한 DB 구축, 검색
절차의 간편성, 신학서지DB의 망라적 구축, 신학서지DB의 특성화, 브라우저간의 호환성
용이 등을 지적하였다.
스물 넷째,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상호대차 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368 신학과 도서관

스물 다섯째, 상호대차가 필요한 이유로는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봉사, 자료 부족 해소,
회원도서관의 정보 자원 공유, 예산의 절감 등으로 나타났다.
스물 여섯째, 상호대차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원부족, 자료의 분실 및 훼손 우려,
업무량의 증가, 자관의 자료 부족, 대학 당국 및 직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조사되었다.
스물 일곱째, 상호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로 도서관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
워크를 활용한 상호대차 체제 구축, 인원 확보, 대학 당국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 상
호대차에 대한 홍보 및 이용 지도 등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신학대
학도서관의 협력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신학대학도서관간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
하다.
둘째, 신학대학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활동이 수
행되어야 한다.
셋째, 협력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당국 및 관리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넷째, 신학대학도서관간의 효율적인 협력활동 수행을 위해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주
도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원의 확보가 보장
되어야 한다.
여섯째,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신학대학도서관간의 자원 공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야 한다.
일곱째, 협력활동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협력활동에 관한 제도적 행
정적 표준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덟째,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한 협력활동의 수행이 신속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도서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아홉째, 협력활동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협력활동의 참여를 유도하
여야 한다.
결국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도서관 상호
간의 절대적 신뢰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협력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협력활동을 위한 외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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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에서는 회원
도서관들의 전통적 특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하며 회원도서
관들은 협력활동의 주체로써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4. 결 론
도서관 상호간의 협력활동은 지금도 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확정적인 모델
을 제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물론 미래의 다양하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국신학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 중에서 분담수
서, 종합서지DB 구축, 상호대차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담수서에 관해서는 과반수의 도서관들이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문제점, 즉
불필요한 이유로는 예산 및 인력의 부족, 자료 이용의 불편, 도서관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 지리적 거리감의 문제, 자관의 특성과 선호도에 따른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이유로는 예산 절감, 장서구성의 확대, 자원 공유, 불필요한 자료의
중복 구입 지양, 회원도서관 장서의 특성화, 물리적 공간 문제 해결, 자료의 효율적 이용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분담수서의 분담 기준은 주제별, 교파별, 지역별 기준을 선호하고
있으며 각 신학대학도서관들이 중점적으로 구입하는 주제분야는 조직신학, 혼합주제, 신약
신학, 실천신학, 구약신학, 선교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여성신학 등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분담수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상호간의 절대적 신뢰와 긴밀한 협조,
자원 공유 네트워크 구축, 대학 당국 및 직원의 이해와 협조, 예산 및 인원 확보, 제도적
행정적 정비, 직원들의 분담수서에 대한 인식, 지역별 자원도서관 선정, 적극적 홍보활동
등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종합서지DB 구축에 있어서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종합서
지DB 구축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도서관 전산화의 미비와 행․재정적 지원의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KERIS와 같은 타 기관의 종합목록을 이용하는 도서관에서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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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ERIS의 통합목록을 이용하는 도서관들
은 신학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의 포괄적 검색 지원 미비, 최신자료의 부족, 레코
드에 포함된 데이터의 불완전성, 검색 결과의 중복성, 종합서지DB의 품질에 대한 불만,
종합서지DB의 관리 및 품질 유지의 부재, 검색 엔진의 성능에 대한 불만, 사용 절차의 번
거로움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종합목록DB 구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레코드의 표준화에 의한 종합서지DB 구축, 검색절차의 간편성, 신학서지DB의 망라적 구
축, 브라우저간의 호환성용이, 신학서지DB의 특성화, 신학서지DB의 고급화, 로딩의 신속
성, 검색된 DB의 링크를 통한 부가 기능 강화, 검색시 특수언어(히브리어 및 헬라어)에
대한 지원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는 목록형식의 표준화, 회원도서관별 소
장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담 목록 환경 제공, 회원도서관들의 망라적 적극적 참여,
각 도서관별 전산망 구축,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주도적 역할, 예산 확보, 인원 확보, 제
도적 정비 등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상호대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이유는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 봉사, 자료 부족 해소, 회원도서관의 정보 자원 공유,
예산의 절감, 자료의 중복 구입 지양, 장서 구성의 내실화, 회원도서관별 소장자료의 불균
형 해소, 저작권 문제의 부분적 해소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문제점으로는 전담 인력의 부
족, 자료의 분실 및 훼손, 업무량의 증가, 자관의 자료 부족, 대학 및 직원의 인식 부족,
이용자의 요구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상호대차의 개선방안으로는 회
원도서관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대차 체제 구축, 인원 확보, 대학
당국 및 직원들의 상호대차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 대응, 상호대차에 대한 홍보 및 이용
지도, 종합목록 구축 및 주기적 갱신, 예산 확보, 제도적 정비, 회원도서관들의 망라적 참
여, 장서구성의 특성화, 지리적 근접성, 회원도서관간의 전산화 격차 해소 등으로 분석되
었다.
넷째, 협력활동에 관한 중요도에서는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서비스, 분담목록 및 종합목
록, 공동수서 및 분담수서, 상호이용, 회원도서관 이용시 이용 절차의 간편화, 참고봉사,
직원연수, 직원교류, 공동 프로젝트 및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 도서관 경영의 협력, 공동보
존,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홍보 활동, 복사카드 호환, 출판 활동 및 소식지 발
행, 도서관 비품의 공동 구입 및 활용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협력활동의 개선방안으로 구체적 실질적 협
력활동 추진, 관리자의 인식 확대,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의 역할 강화, 회원도서관들의 적
극적 협조, 재정 확보, 인원 확보, 회원도서관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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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국 신학대학도서관 협력활동은 대학 당국의 이해와 적극
적 지원, 회원도서관 상호간의 절대적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망라적 적극적
참여, 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의한 각 회원도서관들
의 역량 강화, 협력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한국신학도서관협의
회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활동이 수행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학대학도서관의 협력활동이 효율적으
로 수행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회원도서관들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가까운 도서관들끼리 서브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별 임원도서관을
지역 대표관, 즉 자원도서관으로 선정함으로써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장점을 통해 그 지역
안에서 분담수서, 상호대차 등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한다.
그리고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각 회원도서관들의 중앙시스템으로써 중앙집중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로 해결하지 못한 협력활동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는 망라적 소장 기능과 신속한 접근 환경을 제공하여 주고
회원도서관간의 협력활동을 조정․관리하는 중앙조정기구로써 협력 규정을 재정비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회원도서관들의 경영 합리화를 지원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학대학도서관들이 망라적으로 협력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협력활동의 활성
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하여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차원의 수익 사업, 즉 특성
화된 신학관련 출판물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재
정적 지원92)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후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상
호 협력이 시행될 때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9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4조(도서관협회 등의 설립) 제4항에 의하면 “국가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XML을 基盤으로 한 神學 시소러스 시스템의
設計 및 具現에 관한 硏究
- 우리말 神學用語를 中心으로 -

신만섭1)

차 례

1.
3.
4.
5.

서 론
2. 관련 연구 : XML, 시소러스
신학용어를 위한 미니 시소러스의 작성
신학시소러스 브라우저의 구조 및 설계
결론 및 향후 과제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
다. 신학적인 학술정보도 그 어느 분야보다 활성화되어 출판시장의 관점으로 볼 때 일반
출판물과 기독교출판물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만큼 신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러한 출판물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기독교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정보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접근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
고 있음이 또한 현실이다. 이제는 머리에 무엇을 많이 담고 기억하는 Knowhow의 축적보
다는 범람하는 정보의 바다에서 양질의 정보를 가공하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제시하
1) 안양대 첨단산업기술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도서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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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nowWhere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가 참고문헌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이미
연구과정의 절반은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사용의 급속한 확산으로 우리
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료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정보 자료더미 속
에서 적절한 정보를 찾아서 가공하고 활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논문이 다루고자하는 시소러스의 역할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도(map)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보 검색시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대체로 검색 시스템의 문제와 이용자의 탐색 전략
의 부재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신학 정보 검색시 가장 쉽게 떠오르는 용어가 단순 검색
을 위한 ‘키워드’(일명 : 탐색어)인 데, 일반적인 신학정보검색을 할 경우에도 1∼2개 정도
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도메인 문서에서 추
출되는 색인어와 이용자가 선호하는 탐색어 사이에 용어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색인어 구성 등과 같은 시스템적인 요인들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 이용자가 찾
고자 하는 정보에 맞는 탐색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는 적절한 검색어들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용어들의 의미 관계를 표현하는 도구인 시소러스 등을 응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검색
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제한적으로 시소러스라는 용어만 알려져 있는데, 선진 외국에서
는 메타데이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시소러스의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서 Topic
map, WORD net, 온톨로지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XML은 인터넷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강력한 만국 공통어로써 인간과 컴퓨터가 동시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사이의 정보를 교환하는 보편적인 포맷이다(6.
김천석, 21쪽).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XML의 호환성과 시소러스 사전을 활용한 인터넷 정보검색으로
논문 초고나 목차를 작성할 때 뿐 아니라 관련 키워드를 망라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브라우저를 구조화하고 설계함으로서 정보검색의 효율성을 높
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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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러스는 색인과정, 검색과정 그리고 용어의 표준화를 지원한다. 시소러스는 색인자
나 혹은 색인 시스템에서 만든 메타 데이터와 이용자가 탐색하면서 제시하는 키워드 사
이를 연결해주는 교량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구조화 된 메타 데이터를 응용하여 검색에
필요한 용어를 제한함으로써 적절한 질문식을 작성하여 정확률과 재현률을 높이는 데 기
여한다.
신학 시소러스 구축시 인터넷 표준 문서로 각광받고 있는 XML을 기반으로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웹 서버끼리 연결해서 웹 문서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Web Site를 통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진다(2.
고일석, 43쪽). 여기에 각 대학 도서관의 온라인 시스템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OPAC를 통
해 목록정보의 간략수준에서 상세수준까지 단계별로 제공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소러스
의 활용은 도서관의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가
지고 있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인터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말 신학 시소러스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은 XML을 기
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연구 진행하였다. 우선 국가 서지기구인 국립중앙도서관
의 주제명 표목표를 기본 샘플로 하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교과과정과 관련한 기본
필독서의 색인어와 기독교교문사에서 발간된 “신학용어해설”을 기본 용어로 제한하여 연
구키로 하였다.
이 논문은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 범위 등을 제시하고, 미니 신학
시소러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원으로 “신학용어해설”등을 소개하며, 제2장에서 인터넷
표준문서로 자리 잡은 XML과 시소러스의 대한 개요, 구성요소와 형식 등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신학시소러스 작성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4장은 신학시소러스의 시스
템 구조와 설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5장은 결론 및 향후전망을 논하면서, 신학시소러스
자동 구축 시스템과 관련한 인공지능 시스템인 온톨로지(ontology)와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인 시멘텍 웹(semantic web)과 관련한 연구가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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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 XML, 시소러스
본격적으로 신학 시소러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XML과 시소러스의 출현 배경 및
중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XML 연구
XML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언어이다. XML은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사이의
정보를 교환한다. 여기에서 주된 논의는 정보교환의 매개로써 XML을 다루는 것이다(6.
김천석, 34).

2.1.1 XML의 출현과 배경
XML이란 W3C가 1996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Mark Up 웹자원 기술표준으로써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어이다. eXtensible‘이란 HTML과 같이 고정된 포맷이 아니라 확장성
이 좋다는 의미이며, XML은 웹에서 SGML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된 언어이다(17. 심재효,
21쪽).
XML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째는 XML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프로토콜과 기
술을 가리키고, 두 번째 의미는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XML 1.0 표준
(www.w3.org/tr/rec-xml) 그 자체를 의미한다(37. 홍영준, 151쪽).
SGML의 간략화된 버전으로서, SGML의 장점과 일반성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SGML의
특정부분을 발췌하거나 요약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이 모두 쉽게 배워 웹에 구현이 가능하
도록 쉽게 작성한 언어이다. 아울러서 XML은 SGML의 실용적인 기능만을 모은 부분집
합이므로 SGML과 XML간 변환은 물론 XML문서는 SGML 응용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간단히 정의하면 태그정의가 자유로운 SGML의 장점과 하이퍼미디어 문서를 손쉽게
제공하는 HTML의 장점을 모두 가춘 웹 표준 문서 포맷으로,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가능 하도록 설계한 표준화된 Markup언어이다(33. 조윤희,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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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은 Tim Berners-Lee가 자신의 기술논문들을 쉽게 작성하여 다른 기종의 컴퓨터
를 사용하는 학자들에게 원래의 문서 모양을 보여줄 목적으로 1991년 개발되었다(33. 조
윤희, 23쪽). HTML은 웹에서 문서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어떤 태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약속 집합체를 표준으로 정해놓은 DTD에 따라 작성된다.
그러므로 사용 할 수 있는 모든 태그는 HTML의 DTD에 모두 정의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는 정의된 태그만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HTML은
그 단순성과 편리성으로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을 드러냈다(12. 박준서, 1쪽).
HTML의 단점은 첫째로 미리 정해진 DTD의 태그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문서의
구조보다는 문서의 표현양식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서의 중첩구조 지원 불가능하
다. 둘째로 문서의 전문 검색이 어렵고, 다른 포맷일 경우 이용자 만족 미흡하다. 또한 수
학 공식 등 특수문자에 대한 지원 부족하며, HTML 정보 재사용 불가능하다는 점 등 웹
문서를 구현코자 할 때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33. 조윤희, 24쪽).
2)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인터넷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최근 “MS 오피스 2003”을 내 놓으
면서 XML기술을 썼다고 자랑했다. 한국의 대표 브랜드인 한컴 2004에도 XML을 탑재했
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이제 XML은 인터넷 표준문서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38. 홍영준, 150).
XML은 기존에 사용되던 HTML의 한계를 극복하고 SGML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방안
이며 HTML에 사용자나 새로운 tag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Web 문서 개발
을 위한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고안된 텍스트
형식의 웹 기반 프로토콜이다. XML은 SGML이 갖고 있는 확장(Extensibility), 구조
(Structure), 검증(Validation)의 특성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출판, 경영,
법률, 디지털 도서관, 전자상거래(2. 고일석, 37쪽), 다른 마크업언어 생성, 온라인 뱅킹, 푸
쉬기술, 보다 개선된 검색엔진, 웹 기반의 제어시스템, 인공지능을 동반한 에이전트 등은
물론 웹 문서의 응용분야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6. 김천석, 9쪽) 더 나아가서 신
학 시소러스 작성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아래 <그림 1>은 XML의 문서처리 과정을 나타낸다(2. 고일석, 43쪽).

378 신학과 도서관

<그림 1> XML 문서 처리 과정

XML의 특징
① XML은 “SGML-Lite”라고 부르기도하는데, SGML에 비해 스펙이 단순하고, 확장성
과 유연성이 있으며, 태그사용에 있어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다.
② HTML은 단방향 공유인 반면, XML은 웹 브라우저를 통한 정보의 양방향 공유가
가능하고, 문서작성이 간단하고 재사용도 가능하다.
③ SGML의 장점인 정확한 정보검색과 구조 검색을 지원하고 있어 웹문서의 교환과
정보공유에 적합한 표준 언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④ S/W비용이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유연성은 물론 SGML과 완
전 호환이 가능하다.
⑤ XML 태그는 내용적인 의미를 기술하고 XSL은 표현 양식을 제공함으로서, XML문
서 하나는 여러 개의 표현문서(XSL)를 제공한다.
⑥ XML문서는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비디오 데이터에서 Java Component, ActiveX
등의 콤포넌트까지 다양하게 제공한다.
⑦ XML은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 구조를 대체할 수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지
원한다.
⑧ 웹에서의 DB는 DB관리자(ODBC)를 거쳐야 하지만, XML은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구

XML을 基盤으로 한 神學 시소러스 시스템의 設計 및 具現에 관한 硏究 379

현이 가능하며 Conversion을 거치지 않으므로 속도가 빠르다.
⑨ XML은 완벽하게 유니코드(Unicode)를 준수하기 때문에 모든 언어의 지역성을 지원
하는데 유일하게 적합하며, 정보서비스 및 전송시 매우 작은 부하로 수만 명의 클라이언
트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6. 김천석, 27쪽).
이와 같이 XML은 확장성과 유연성이 뛰어나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표준 기술이다(33. 조윤희, 26∼27쪽).
3)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웹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의 정보가 논리적인 계층 구조로 작성되게 하기위하여 1986년
ISO에 의해서 표준으로 정의된 웹 언어 표준 프로토콜이다. SGML은 언어구문을 정의하
는 메타언어로서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나 정보도 DTD로 표현이 가능하다. SGML의 단
점은 그 구조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취급 방법으로 인하여, 쉽게 배워서 웹 브라우저에 구
현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이다(34. 최배근, 24쪽).

2.1.2 XML의 구성 요소
전통적으로 문서는 절대적인 엔티티로 생각해왔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서의 엔티티는
내용(information), 조직(structure), 디스플레이(format) 같은 엘리먼트들이 한 단위로 병합
되어 있다고 생각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엔티티 개념인 성경의 사본 등과 같이 파피루스
시대로부터 워드프로세스까지 정보를 저장하는 모델은 엔티티 개념으로 이어져 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통적으로 뒤섞여져서 보여 졌던 정보들이 오늘날에 와서
XML을 통해서 3개의 부분으로 분리되어 취급되고 있다. 즉 문서의 기본 엘리먼트를 분
리해서, 독립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개선된 기능으로 정보를 축적하게 된 것이
다(6. 김천석, 14쪽).
XML의 탁월한 점은 기술자체보다는 ‘분산과 집중’을 철저히 구분하는 개념이다. ‘분산’
은 나눔의 개념으로써 XML은 Data 본체의 기술을, XSLT 스타일 시트는 변화 표시 규
칙의 기술을, XML 스키마는 메타 데이터의 기술을, DOM은 비즈니스 플로우의 기술 등
을 의미함으로써 개개의 기술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집중’은 역할 별로 분리된 과거의 기술들을 전부 XML이라는 극히 간소한 규칙을 중심
으로, 태양주위를 도는 혹성처럼 궤도를 그리듯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42.
Yamada Yoshihiro,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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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ML 문서구문
XML문서는 태그와 내용(글자데이터)으로 구성되며, 7가지의 타입이 있다.
① 엘리먼트의 시작과 끝(XML은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② 애트리뷰트(속성: Attribute)
③ 주석(Commnt)
④ 엔티티 참조(객체참조 : Entity Reference)
⑤ 처리명령(Processing Instruction)
⑥ 글자데이터(Cdata : Character Data)
⑦ 문서타입선언(6. 김천석, 62쪽)
2) XSL(XML Stylesheet Language)
XSL은 XML을 사용하고 있는 웹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나타내는 스타일시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XSL은 XSLT와 XSLFO
로 구성됩니다(34. 최배근, 266쪽). XML문서를 웹으로 표현하는 구성요소인 XSL은 문서
의 출력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며, 문서의 요소와 관련된 포맷팅으로서 정보 논리적 구조
만을 가지고 있는 XML 인스턴스를 외부에서 보기위해서는 포맷팅 처리가 필요한데, 이
를 위해 SGML의 포맷팅 언어인 DSSSL 을 간소화해서 사용한 것이다(2. 고일석, 38 쪽).
XSL로 data를 봏여주는데 있어 탁월한 점은 같은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면서도
서버에서 추가 호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2>는 XML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6. 김천석, 14).

XML을 基盤으로 한 神學 시소러스 시스템의 設計 및 具現에 관한 硏究 381

<그림 2> XML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

3) XSLT(XML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ation)
XML문서를 변환 혹은 정형화하는 언어이다. 원래 XSLT는 XML문서를 다른 형식의
문서로 변형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며(34. 최배근, 266쪽), 일반적인 XML문서용 스타일
시트언어인 XSL중에서도 XML의 실용적인 면을 중시한 문서변환 부분만을 선택한 기술
이다(42. Yamada Yoshihiro, 13쪽). XML과 CSS를 합하면 XML에 대한 순서타임을 정의
할 수 있다.
4) XLL(XML Linking Language)
인터넷 상에서 XML 문서의 링크를 구현하는 XLL은 웹 상 문서를 링크하는 기술에 대
한 정의로서 XLink와 XPointer 두가지 표준으로 구성된다.
① XLink - HTML의 기능을 확장하여 1:N의 링크 기능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요소 선
언시에는 XML-Link 속성을 선언하여 링크기능을 정의한다.
② Pointer - TEI의 확장 포인터로부터 유래한 위치 지정자(locator) 구문을 활용하는
데, 틔 문서 요소에 의해 정의된 요소 트리상에 직접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2. 고일석,
38 쪽)
5) DTD(Document Type Definition : 문서타입구조)
DTD의 목적은 XML문서의 구조를 정의하는 규칙의 집합으로써의 역할이다(6. 김천석,
70쪽). DTD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 문서 중에 기술할 수 있는 요소, 속성의 종류, 구조
관계 등을 개술해 놓은 XML 문서로써, 구성요소(태그 및 속성)들 사이의 관계나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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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출현빈도 등의 규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의한다(14. 신민철, 103쪽). 또한
SGML의 규칙을 따르는 특수한 문서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형 정의로서 웹페이
지의 제목을 식별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마크업을 식별하게 해주는
웹 문서이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도서정보를 두 사람에게 XML 문서로 작성케 할 경우, 내
용은 같지만 두개의 서로 다른 XML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런 경우 XML문서 작성 규
칙을 미리 정의하는 과정으로 DTD는 엘리먼트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34. 최배
근, 80쪽).
6) DOM(Document Object Model: 문서객체모델)
객체모델이란 프로그래머에게 인터페이스 집합(메소드와 프로퍼티)을 제공함으로써 문
서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인터페이스 집합은 실질적인 데이터 문법으로부터 프로그래
머를 완벽하게 보호한다(6. 김천석, 101쪽). DOM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표준방식을 제공하
는데 목적이 있으며, 문서에 포함된 각 Node(요소와 속성, 텍스트 등)를 조작하기 위한
오브젝트 모음(도구상자)으로 DOM을 통해서만 문서 모델에 접근할 수 있다(42. Yamada
Yoshihiro, 14쪽).

2.1.3 XML 문서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XML문서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면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5.0 이상),
DTD 에디터, MSXML파서3, 스크립트 엔진5.5 이상, XSL 소프트웨어, 컨버터 등이 있다
(33. 최윤희, 29쪽).
1) XML 웹 브라우저
최근까지는 익스플로러 5.0 이상 버전만 유일하게 XML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넷스케이프 6버전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상기 두 가지 웹 브라우저가 받아드
리는 태그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문서가 다른 쪽에서는
최적화로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42. Yamada Yoshihiro, 52쪽).
2) XML, XSL, DTD 에디터
각종 문서를 편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트리 구조나 출력 이미지를 참조하면서 편집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42. Yamada Yoshihiro,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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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ML 파서
XML 문서를 계층적으로 처리하여 해석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웹 브라우저에는 기본적
으로 탐재되어 있다. XML을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처리해 주는 기본
소프트웨어로서(Yoshihiro, 10쪽), XML로 작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한 후 작성된 XML
문서의 구문을 분석하여 결과나 발생 오류를 되돌려 주는 소프트웨어 엔진이다. 파서의
제작 언어로 자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XML이 인터넷상에 적합하도록 만
든 메타언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자바 기반의 XML 파서를
사용하려면 JDK(Java evelopment Kit: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도와준다))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한다(2. 고일석, 43쪽).
4) XSLT 프로세서
XSLT 스타일시트를 거쳐 XML문서를 HTML문서 등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를 말한다(42. Yamada Yoshihiro, 10쪽). 또한 XSLT는 XML로 표현된 정보를 실제로 보
기 쉽게 나타내기 위한 기술로써 정보의 재이용성과 전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42.
Yamada Yoshihiro, 15쪽).
5) DOM과 SAX(Simple API for XML)
DOM과 SAX는 둘 다 XML 인포셋(XML의 트리 구조 내에 있어 상하 관계의 단위를
표현한 것)의 정의에 따라 XML 문서의 내용을 해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와 메소드를 제공한다. DOM은 대용량의 XML문서를 처리할 경우 메모리를 구성하는 시
간이 오래 걸리고 대용량의 메모리를 요구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SAX 는 XML 문서 정보를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읽어드리는 스트리밍
형태의 인터페이스이므로 이벤트 핸들러라고 불리는 이벤트 구동형의 핸드 라인페이스로
처리하여, 대용량의 XML 문서를 처리할 경우에 DOM과 비교하여 고속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45. Minoru, 156∼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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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소러스 연구
2.2.1 시소러스의 개요
신학시소러스를 다루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소러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국제 표
준 기구인 ISO에서는 시소러스에 대하여 “상위 및 하위 개념 사이의 전후 관계를 명백하
게 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조직. 통제된 색인어의 어휘”라고 ISO2788에서 정의하고 있
다. 시소러스를 간략히 정의하면 ‘유의어 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색인 작업시 색인자
와 정보이용자 사이에서 일관된 용어 사용을 수행케 함으로써 검색 효율을 높이는 역할
을 해왔다.
다시 말해서 시소러스란 색인어휘와 도입어휘(entry vocabulary)로 구성되는 통제어휘
집으로 디스크립터 상호간의 관계 및 도입어와 디스크립터의 관계를 나타낸다(정영미,
105쪽). “야후 코리아는 한글로 영어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영어 웹 검색 시스템을
제공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55. 동아일보 20030923(제25562호) B5면). 이 보도는 이
제 한글과 영어는 물론 다른 언어의 장벽까지도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시소러스는 색인작업시 적절한 색인표목의 선택과 색인어의 통제를 위해 사용할 뿐 아
니라 검색시에는 적절한 탐색어의 선택을 위해 사용한다. 시소러스는 용어의 통제 목적
이외에 탐색어 확장을 통한 검색 효율의 향상에도 기여한다. 다시 말해 용어간의 계층적
관계를 이용하여 보다 포괄적인 탐색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보다 특정한 탐색어를 선택
함으로써 검색되는 문헌의 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된 다른 용어를 탐색어로 사
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탐색을 할 수 있다(31. 정영미, 106쪽).

2.2.2 시소러스작성을 위한 용어수집 방법 및 단계
일반적인 시소러스나 관련분야의 시소러스, 주제명 표목표, 분류표, 색인지, 용어집 등
의 소스 문헌을 통한 어휘집을 전체적인 툴로 사용하되 핵심주제의 용어는 별도로 수집
하여 시소러스를 개발하되, 소스문헌을 통한 수작업과 통계적인 기법을 통한 기계적인 방
법으로 용어를 수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선행되고 있다(31. 정영미. 106쪽)
1) 시소러스의 특성 및 형태 결정
주제범위를 설정하고 핵심영역과 주변영역을 정한되 사용이 가능한 기존의 시소러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용어의 특정성 수준과 전조합 수준, 계층관계와 연관관계의 표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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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 언어장치의 사용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소러스의 형태를 결정할 때에는 자모
순 시소러스와 체계적 시소러스로 구분하되 포괄적 주제 분류, 계층적 분류체계, 패싯 분
류체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 용어 수집을 위한 기본 Source
① 시소러스, 분류표 등의 기존 어휘집
② 백과사전, 사전, 어휘사전(lexicon), 등의 사전류
③ 전문분약의 용어집(신학용어사전, 성경용어사전)
④ 색인지나 초록지, 기타 출판물의 색인
⑤ 편람, 목록, 교재, 디렉토리, 규격 등의 기타자료(각 대학 서지)
⑥ 논문기사나 학위논문, 보고서, 단행본 등의 주제문헌등도 조사하여 전문용어로 추가
가 가능하다.
⑦ 문헌 조사 이외에도 이용자들의 질문 분석은 물론 정보 정보검색에 사용된 탐색어
들을 수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31. 정영미, 111 쪽).
이렇게 수집된 용어들은 전문가 그룹이 분류체계나 용어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3) 디스크립터의 선택 및 용어의 상호관계 결정
품사, 단수/복수형, 기입형식, 표기법, 약어 및 외래어 사용, 구두점의 사용, 동음이의어의
표기, 복합어 처리 등을 반영한다. 표준화된 용어는 상호간의 어의적 관계(동등관계, 계층관
계, 연관관계)를 결정해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분류도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용어수집을 위해 사용했던 분류표. 주제명표. 시소러스 등을 참고하여 용어를 각 주제
별로 모은 뒤 각 주제 안에서 용어의 관계를 파악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주제 그
룹안에서 패싯(facets)와 종속 패싯(sub-facets)을 찾아낸 후 각 패싯과 관련한 종속 패싯
아래 관련된 용어를 모아주는 것이다.
4) 시소러스의 편성
단순히 검색만을 위한 관련어를 찾는 수준의 일반 시소러스로부터 지식기반 시소러스
로 변환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시소러스의 특징은 문헌정보학적 입장의 접근 범위에서
주로 용어 간 관계설정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
적, 확장되는 DB의 관리적 측면을 강화하여 검색 시스템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비용절감
을 위하여 이용자와 시스템사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 자동추출 기법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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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체계적인 용어 분류 작성 단계부터 검색 시스템 고려
하여야 하며 문헌관리 측면 그 이상의 학문분류와 관련한 지식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욱이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각 분야별 독특한 어휘체계를 고려(신학, 경제,
과학, 등)하고 독특한 고유명사 체계를 보완하며(인명, 지명, 동식물명 등)상위 어휘와는
다른 Domain 구조를 추가해야 한다.

2.2.3 시소러스의 구조 및 형식
시소러스에서는 용어의 의미관계를 정의하여야 한다. 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
어학적인 측면의 의미를 시소러스의 의미관계로 변환하여야 한다.
1) 시소러스의 의미관계
① 계열관계
어휘소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둘 이상의 어휘소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동의관계(synonymy),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계층적 구조로서 의미상으로
는 한 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일방적인 힘의 관계를 갖는 상하
관계(hyponymy), 그리고 대립어, 반대말, 반의어, 상대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대립관계
(oppositeness) 등 이상 3가지로 구분한다.
② 결합관계
어휘소가 횡적으로 맺는 관계를 말한다. 결합관계는 시소러스 구성요소가 대등한 자격
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어휘소를 이루는 대등합성어, 음성적, 의미적으로 관련된 두 언어형
식의 일부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혼성어, 둘 이상의 어휘소가 내용적으로 의미가 특수화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결합관계, 상호 의존적 기대치를 갖는
낱말의 결합관계인 “연어” 등으로 나눈다.
③ 복합관계
하나의 형태나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관계로서 다의 관계, 동음관계, 중의
관계 등으로 구분한다
④ 연상관계
의미적으로 긴밀히 연관된 낱말들이 우리의 심리 속에서 낱말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4가지 관계를 기준으로 관계지시기호를 활용한 의미관계를 표시하면 아래 표1
과 같다(3. 국립,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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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언어와 시소러스에서의 의미관계
언어에서의 의미관계
동의관계

계열관계

상하관계

대립관계

결합관계

복합관계

시소러스에서의 의미관계

절대적 동의관계

UF

상대적 동의관계

UF, BT/NT

장소포함관계

BT/NT, BTi/NTi

부분-전체포함관계

BTp/NTp

부류포함관계

BTg/NTg

엄격한 상하관계

BT/NT

유사 상하관계

BT/NT, RT

반의대립어

RT

상보대립어

RT

방향대립어

RT

대등합성어

뜻이 같은 경우 -> 분리하여 NT
뜻이 바뀐 경우 -> UF

혼성어

동의어에 의한 혼성 -> UF
동의어에 의한 혼성 -> NT

관용어

별개의 용어

연어

한정어로 구별하여 UF, RT

다의관계

한정어로 구별하여 UF

동음관계

한정어로 구별하여 별개의 용어

연상관계

RT

2) 관계지시기호의 종류
관계지시기호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3. 국립, 32쪽)
BT - 상위개념어 G/상위개념어 속, I/상위개념어 사례,
P/하위개념어 부분
NT - 하위개념어 G/하위개념어 속, I/하위개념어 사례,
P/하위개념어 부분
RT - 관련어
SN - 범위주기
TT - 최상위개념
UF(USE for or Used for) - 비우선어
SNN - 학명
AT - 반의어
외국어 코드 - 필요한 만큼 정의하여 사용 가능함(39. 최석두,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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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조합 색인과 후조합 색인
색인 대상이 되는 개념의 조합이 일어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① 전조합색인(Pre-Coordinate indexing) : 정보 자료의 주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조합이
색인 작업시 일어나는 것으로, 복합적인 주제 개념은 한 단위로 취급되어 이에 해당하는
표목으로 변환된다.
② 후조합색인(Post-Coordinate indexing) : 색인어 추출시 색인 대상이 되는 각 개념에
색인어를 개별적으로 부여한 후 검색시 색인의 조합에 의해 주제를 표현하는 색인으로 '
조합색인'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시소러스는 바로 후조합 색인의 대표적인 어휘통
제사전이며 인터넷 및 컴퓨터 검색 시스템에서는 거의가 키워드를 사용한 후조합 색인법
을 채택하고 있다(31. 정영미, 57쪽).
4) 우선어와 비우선어
디스크립터(우선어)는 색인 작업시 특정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관되게 사용되는 용
어이고, 비디스크립터(비우선어 or 도입어, lead-in term)는 우선어의 동의어 혹은 유사동
의어로서 색인작업에서 사용되지는 않으나 use 혹은 see라는 지시어에 의해 적합한 우선
어로 이용자를 안내하기 위한 도입어를 의미한다. 특히 색인언어는 간략한 형태로 문헌의
주제를 나타내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자연어로부터 선정된 용어들의 통제된 집합인데, 특
히 통제색인언어에서는 용어가 우선어(preferred term)와 비우선어(nonpreferred term)로
표현되어진다.
5) 정확률과 재현률의 관계
일반적으로 검색 성능은 정확률(precision)과 재현률(recall)로 평가되는데, 한 가지 특징
은 높은 재현률의 검색 질의는 정확률을 저하시키고 반면에 높은 정확률의 검색 질의는
낮은 재현률을 나타낸다. 시소러스는 정확률과 재현률의 상관관계에서 검색의 재현률과
정확률을 적절하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검색시스템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
해서는 도메인 지식이 반드시 요구된다. 따라서 시소러스는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겠다(35. 최재훈, 2쪽)
6) 전거(Authority)
전거는 시소러스에서 일종의 관련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전거 제어의 목적은 지식을
제어하고 서지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목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한 것이다.
(57. 김태수,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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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와서 디지털 환경과 메타데이터와 관련해서는 DC메타 데이터와 Marc레코드 간
의 매핑, XML 포맷과 기타커뮤니케이션 구조와의 연결 등으로 인해 전거 레코드를 국제적
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거용 DC, IFLA의 '최소수준 전거레코드'에
서 권고한 기본 필수 데이터 요소와 같은 표준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57. 김태수, 6쪽).
통일표제에 의한 전거의 실증적인 예를 들면 동일저작의 상이한 판 혹은 상이한 표제
아래 간행된 저작을 구현할 경우에 이 저작에 대해 하나의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고, 하나
의 표제를 관련된 서지 레코드의 접근점으로 선정하는 방식의 전거는 시소러스에서 일종
의 관련어 개념으로 볼 수 있다(57. 김태수, 9쪽).
① INSAN(Internationa Standard Author Number)
IFLA가 1970년대에 전거 표준 번호로 제정을 건의했던 국제표준전거번호는 이제 저자
에 대해 18자리로 구성된 국제적인 단일번호인 국제표준저자번호(INSAN)로 변경되어 사
용되고 있으며, 그 구조는 아래와 같다.
1∼2번(문자) 저자번호를 부여한 기관부호
3∼4번(문자) 저자의 국적 식별 부호
5∼7번(문자) 원작에 사용된 언어 식별기호
8∼11번(숫자) 번호부여년도
12∼17번(숫자) INSAN용 일련번호(기관별로 년간 100만명 부여)
18(기호) 검사부호(57. 김태수, 7쪽).
② 서지관계
서지적 관계를 통한 저작간으로 연결, TilIett 은 7개의 범주로 서지관계 분류
▷ 대등관계 - 원본과 복제본
▷ 파생관계 - 원작과 번역서(개정판, 증보, 축약, 초록, 개요, 개작, 극화, 소설화, 수정)
▷ 기술관계 - 저작과 서평(평론, 해설, 사례, 주석서)
▷ 계층관계 - 전집이나 합집, 총서와 여기에 수록된 특정 저작간의 관계
▷ 딸림자료관계 - 교과서와 해설서, 매뉴얼과 CD
▷ 전후관계 - 선행자료와 후속자료
▷ 공유관계 - 저자, 주제, 표제간의 관계
전통적인 연결장치인 주기 이외에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지적 관계를 명
시함으로써 저록간을 분명하게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사전이나 용어집, 분류표와 같은 지
식구조체계를 사용하여 특정자원에 포함된 개체를 상세하게 기술한 자원과 연결할 수 있
다(57. 김태수, 8∼9쪽).
③ 전거제어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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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제어를 하는 주된 이유는 접근점의 표기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이용
자간의 비용을 절약하고 전거정보의 공유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전거레코드 작성과 관리
의 단순화가 가능하며, 자원간의 연결을 통하여 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게이트웨이로 온라
인 목록 사용 가능하다(57. 김태수, 14쪽). 분류전문가들의 협력시스템인 ITIS(Integrated
Taxonomic Info. System) 처럼 신학시소러스전문가들의 협력시스템 가동을 제안할 수도
있다.

2.2.4 시소러스 구축사례
그 동안 각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시소러스가 작성되었는데, 각 시소러스들이 주제어나
혹은 색인어 사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성격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시소러스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일반적인 분야
①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색인어 브라우징
각 대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리 솔루션에는 대체로 형태소 분석을 통한 키워드
의 자동 추출기법을 활용하여, 서명필드의 명사형을 추출하여 색인어로 활용하고, 저자명을
전거 데이터로 활용한다. 성결대학교의 색인어 브라우징은 서명색인과 저자색인으로 서비스
가 가능하며 소장자료검색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http://library.sungkyul.ac.kr/SlimaDL
/). 아래 <그림 3>는 성결대학교 색인어 브라우징 초기화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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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결대학교 색인어 브라우징 초기화면

②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http://thesaurus.history.go.kr/index.html)는 시소러스 사전에 구
축되지 않은 용어들을 통한 통합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검색 용어가
시소러스 사전에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용어의 주제별 분류(13개의 주제와 인명·지명·서명)를 통해 정확한 역사용어를 알지 못
하는 이용자들도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제별 검색을 이용할 때 역사용어는 최하위 분류에 배열하였으며, 검색의 편의성을 고
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였다. 검색 사전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 용어에 대한 정
보(내용, 시대, 연도 등)를 제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용어내 상·하관계의 계
층깊이 및 대등어의 넓이는 용어의 특성 및 주제별 분류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으
며, 이용자의 검색 특성 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아래 <그림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
사용어시소러스 브라우징 초기화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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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브라우징 초기화면

③ K-시소러스
K-시소러스http://www.ibookpia.com/prod.html)는 (주)지식공학이 개발한 시소러스로써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5만여 어휘의 용어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분류하고 DB화하여
Module 별로 제공하는 상업용 시소러스이다. 워드 프로세서나 검색엔진 인터페이스에 탑
재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거나, 데이터 Module에 적용하여 검색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공 방법은 Library 형태의 DLL과 API가 제공되며, 문자
인식이나 음성인식에 적용하여 인식율과 속도를 향상 시킬 뿐 아니라, 번역 프로그램 등에
적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래 <그림 5>는 K-시소러스
Navigator 브라우징 도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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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시소러스 Navigator

④ Artel Project : Roget' Thesaurus
Roget' Thesaurus Search Form(http://www.Thesaurus.com)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시소러스이다. 표제어는 총 1,000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어 검색과
전문검색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시소러스의 가치는 사전적 정의나 관련어 나열보다
단어의 계층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특히 학문 분류와 관련하여 상위어
와 하위어의 개념을 제시함으로 체계적인 학문 인프라를 구축하는 소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래 <그림 6>는 Roget' Thesaurus Search Form을, <그림 7>은 Roget' Thesaurus에서
‘Thology’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6> Roget' Thesaurus Search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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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oget' Thesaurus에서 ‘Thology’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２) 신학 혹은 기독교 분야
① 한국 컴퓨터 선교회(http://kcm.co.kr/dictionary/)신학용어사전
한글과 영문으로 검색이 가능한 용어사전으로 시소러스의 개념과 상관없이 용어의 뜻
풀이와 동의어, 어원, 파생어, 라틴어, 독일어 등과 같은 관련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외
에도 성경인명사전과 지명사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신학 시소러스 작성을 위한 기본 자원
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래 <그림 8>은 한국 컴퓨터 선교회신학용어사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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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 컴퓨터 선교회신학용어사전

② J-Cross 주제어 사전
(주) 지져스 크로스(http://www.jcross.net)에서 제공하는 주제어 사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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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J-Cross 주제어 사전

<그림 10> J-Cross 주제어 사전 결과화면

신학사전은 물론 성구사전, 인명 지명사전 등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위의 <그림
9>의 는 표시는 주제별 검색창이고, <그림 10>는 검색한 결과로서 검색한 키워드를 하
단에 제시하고 관련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J-cross 주제어 사전에서 “성령”이라
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224개의 용어 설명이 출력되며, <그림 11>과 같이 3개의 관련어를
얻게 된다.

<그림 11> J-cross 주제어 관련어 결과 화면

③ 대한성서공회 용어사전
대한 성서공회(http://www.bskorea.or.kr)에서 제공하는 신학용어사전으로써 대한성서공
회는 성경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용어사전을 서비스하고 있다. 독일어성서공회판 해
설과 관주성경전서와 Good News Bible Study에 수록된 용어부분을 주로 설명한다. 아래
<그림 12>은 용어사전 결과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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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대한성서공회 용어사전

3. 신학 용어를 위한 미니 시소러스의 작성

3.1 신학 시소러스의 기본 구조
신학 시소러스의 필요성은 목적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관련있는 키워드
를 모두 검색 창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별로 2∼3 단어를 연산자를 활용하여 입력
해도 시소러스의 활용으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개념적으로 비슷
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함께 검색 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색인의 자동화와 아울러 시소러스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한 문단 혹은 한 문장에서 빈번히 같이 나타나는 용어는 서
로 친화 관계가 두텁다는 가정 아래 한 문장에 출현한 단어들은 한 주제를 공동으로 나타
낸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관련 어휘들을 모아 정리하는 방법이다(7. 김태중,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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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학시소러스 개발 단계
1단계 - 개발 주제 분야의 정의
2단계 - 시소러스 특성 및 형태의 결정
3단계 - 개발의도의 공지
4단계 - 연역 및 귀납방법
5단계 - 용어 선정
6단계 - 용어의 기록
7단계 - 구조 설계
8단계 - 자모순 시소러스의 생산
9단계 - 전문가에 의한 최종 검사
10단계 - 시소러스의 서문기술
11단계 - 편집과정
12단계 - 테스트 과정
13단계 - 시소러스의 물리적 형태로의 출판
14단계 - 시소러스의 등록

3.3 신학 용어 수집
시소러스 구축을 위한 용어수집방법은 시소러스, 분류표 등의 기존 어휘집, 어휘사전
(lexicon) 등의 사전류, 전문분야의 용어집 등을 활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미니 시소러스
형태를 취하기 위해 신학전문분야 용어사전인 “신학용어해설”(13. 밴 A. 하비) 을 활용하
였다.
이 책은 조직신학과 철학적 신학에 관계되는 용어들을 우선어로 선택했기 때문에 주경
신학, 성서학, 예배학, 윤리학, 선교학, 역사신학 등의 용어들이 많이 제외되었음을 감안해
야 한다. 또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이 “신학용어해설”사전이 다른 사전과 달리 전통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설한 것이 아니라, 각 신학 용어들을 역사적으로 취급하면서 여러
주장을 저자의 주관을 가지고 정리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신학과 관련한 용어 추출의 범위는 국내 5개 신학대학원(고신대학원, 안양신대원,
장신대학원, 총신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등의 교과과정을 참고하여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신학교재중 각 분야별로 선별하여 책 말미에 제시된 색인어를 빈도수별로 참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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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 도서관 시스템의 서지사항 중 서명과 저자명만을 참고하여 그 빈도수에 따라
표제어를 출출하여 활용키로 한다.

3.4 신학 용어의 분류 및 편집
3.4.1 신학용어관계
시소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학 용어간의 의미관계를 정의하는 일이다. 의미관
계 설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2장 표1(본 논문 14∼15쪽)로 언급된 “언어와 시소러스
에서의 의미관계”를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크게 3가지 관계를 열거
하면 계층관계, 등가관계, 관련관계(23. 이상호, 22∼23쪽)이다.
1) 계층관계
계층관계는 용어간의 상위 혹은 하위 관계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순서를 나타낸다. 상
위 용어는 클래스 혹은 전체를 나타내며, 하위용어는 요소 또는 일부분을 나타낸다. 계층
관계와 관련한 표기는 상위어의 경우는 BT로 하고, 하위어인 경우는 NT로 표기함을 원
칙으로 한다.
2) 등가관계
등가 관계는 색인 작업시 복수의 용어가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로서 우선어와
비우선어 관계로 나타내며, 표기방법으로 전자는 USE로 후자는 UF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련관계
관련관계는 개념적으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상기에서 열거한 계층관계나
등가관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용어간의 관계로서 서로 보완적인 특성을 가지며, RT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아래 <표 2>는 “세례”라는 우선어를 활용하여 “신학시소러
스의 구조”를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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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학 시소러스의 구조 용어
세례
UF 세례식[洗禮式]비우선어

(등가관계)

세례의식[洗禮儀式]
BT 기독교의식[基督敎儀式]

상위어(계층관계)

NT 성경세례[聖經洗禮]
성령세례[聖靈洗禮]

하위어(계층관계)

유아세례[幼兒洗禮]
RT 갱생[更生]
기독교[基督敎]
성세성사[聖洗聖事]

관련어(관련관계)

세례당[洗禮堂]
세례명[洗禮名]
영세(세례)[領洗]
ENG baptism

3.4.2 신학 시소러스 작성 및 실례
시소러스는 용어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인 탐색어를 선택하거나 관련된 용어를
탐색어로 사용하여 광범위한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시소러스 작성을 위해서 크게 3가지를
고려해야하는데, 첫째로, 같은 주제분야의 시소러스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로, 이때에는 최소
한의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23. 이상훈, 24쪽). 둘째로, 기존의 일반적인 시소러
스나 신학과 관련한 어휘집 등을 사용하여 핵심적인 용어는 별도로 수집하여 상세하게 시소
러스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용어를 틈틈이 수집하여 새로운 형태의 시소
러스를 제작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방법인 신학관련 분야의 어휘집을 이용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신학용어 수집의 경우는 “신학과 성서학 분류차트”등을 활용하여 수집하는 방법으로 신학시
소러스를 제작한다. 이와 함께 동음이의어, 고유명사, 외래어 표기, 복합명사 처리 등의 기준
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학 시소러스 샘플추출은 1차적으로 하비, 밴 A.가 엮은“신학용어해
설”의 ㅅ항목만을 발췌하였고, 2차적으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강의 요목표에서 필독서
로 지정하고 있는 신학서적 중에서 책 뒤에 색인목록이 수록된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ㅅ 항
목을 임의로 부분 선택하였다.
관계지시기호 설정을 위한 용어는 국가 서지를 관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
목표에서 관련용어를 참고하여 관계지시기호를 부여하여 아래와 같이 표3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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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학 시소리스 샘플(ㅅ항목 ∼ 자모순)
사도바울
UF

삼위 일체설[三位一體說]
바울(인명)
바울로(인명)

RT

성 삼위일체[聖三位一體]
NT

성령[聖靈]

사도 바울(인명)

성부(삼위일체)[聖父]

갈라디아서[--書]

성자(삼위일체)[聖子]

고린도 전서[--前書]

RT

모나르키아니즘[Monarchianism]

고린도 후서[--後書]

반아이우스설[半--說]

골로사이서[--書]

사벨리우스 주의[--主義]

그리스도[Jesus Christ]

신학[神學]

데살로니가 전서[--前書]

ENG trinitas

데살로니가 후서[--後書]
디도서[--書]
디모데 전서[--前書]

섭리
RT

섭리론[攝理論]

디모데 후서[--後書]

섭리 신앙[攝理信仰]

로마서[--書]

세계관[世界觀]

바울 서신[--書信]

ENG providence

바울로 서간[--書簡]
바울 신학[--神學]
빌레몬서[--書]

성령
UF

성령님[聖靈--]

빌립보서[--書]

성령 은사[聖靈恩師]

에베소서[--書]

성신(성령)[聖神]

ENG Paulus

BT

삼위 일체론[三位一體論]

RT

성령 강림절[聖靈降臨節]

사탄

성령론[聖靈論]

UF

루시퍼[rucifer]

성령 선물[聖靈膳物]

BT

악마[惡魔]

성령 운동[聖靈運動]

RT

귀신[鬼神]

성령 훼방설[聖靈毁謗說]

기독교[基督敎]

ENG Holy Ghost

악령[惡靈]

Holy Spirit

유대교[--敎]
ENG Satan
삼위일체
UF

성례전
UF

새크라멘트[sacrament]

RT

성사(종교의식)[聖事]

3위 일체[三位一體]
삼위 일체[三位一體]

성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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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
BT
RT

성만찬[聖晩餐]

속죄금[贖罪金]

성만찬식[聖晩餐式]

속죄금 제도[贖罪金制度]

성찬[聖餐]

속죄양[贖罪羊]

미사(천주교)[彌撒]
성찬[聖餐]

속죄주[贖罪主]
ENG redemption

성찬 논쟁[聖餐論爭]
영성체[領聖體]

스토아

성찬식[聖餐式]

BT

서양 철학[西洋哲學]

RT

고대 철학사[古代哲學史]

ENG Communion
LAT incarnatio

세네카(인명)[Seneca, Lucius Annaeus]
스토아 학파[--學派]

세례
UF

에피크테토스(인명)[Epiktetos]
세례식[洗禮式]
세례 의식[洗禮儀式]

신비주의

BT

기독교 의식[基督敎儀式]

NT

성경 세례[聖經洗禮]

동양 철학[東洋哲學]

성령 세례[聖靈洗禮]

상징 주의(상징)[象徵主義]

유아 세례[幼兒洗禮]

수피즘[Sufism]

갱생[更生]

신비 신학[神秘神學]

기독교[基督敎]

예술 신비 주의[藝術神秘主義]

성세 성사[聖洗聖事]

인식론[認識論]

세례당[洗禮堂]

정적 주의[靜寂主義]

RT

세례명[洗禮名]

RT

기독교 신비 주의[基督敎神秘主義]

ENG mysticism

영세(세례)[領洗]
ENG baptism

신앙
NT

소명
RT

가신 신앙[家神信仰]
기복 신앙[起伏信仰]

기독교[基督敎]

기자 신앙[祈子信仰]

부름

마을 신앙[--信仰]

ENG calling

민간 신앙[民間信仰]

ENG calling

산악 신앙[山岳信仰]
소망 신앙[所望信仰]

속죄
RT

원시 신앙[原始信仰]
구원[救援]

종교 신앙[宗敎信仰]

대속[代贖]

토템 신앙[--信仰]

속량[贖良]

물신 숭배[物神崇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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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迷信]

동방 교회 신학[東方敎會神學]

믿음[信]

목회학[牧會學]

신앙 고백[信仰告白]

민중 신학[民衆神學]

신앙 교육[信仰敎育]

변증법적 신학[辨證法的神學]

신앙록[信仰錄]

보수 신학[保守神學]

신앙론[信仰論]

복음 신학[福音神學]

신앙 생활[信仰生活]

사회 신학[社會神學]

신앙 성숙[信仰成熟]

선교 신학[宣敎神學]

신앙 속지 주의[信仰屬地主義]

성서 신학[聖書神學]

신앙심[信仰心]

성서학[聖書學

신앙 운동[信仰運動]

신교 신학[新敎神學]

신앙의 대립[信仰--對立]

신비 신학[神秘神學]

신앙 체계[信仰體系]

실천 신학[實踐神學]

신앙 활동[信仰活動]

여성 신학[女性神學]

심령 주의[心靈主義]

역사 신학[歷史神學]

자유[自由]

예배학[禮拜學]

종교법[宗敎法]

자유 주의 신학[自由主義神學]

종교 체험[宗敎體驗]

정치 신학[政治神學]

ENG faith

정통 신학[正統神學]
조직 신학[組織神學]

신정론
UF

종교 신학[宗敎神學]
신의론[神義論]

중세 신학[中世神學]

신정론[神正論]

창조 신학[創造神學]
토착화 신학[土着化神學]

신정통주의

한국 신학[韓國神學]

BT

해방 신학[解放神學]

정통 주의[正統主義]

현대 신학[現代神學]
신학
NT

RT 갱생[更生]
개혁 신학[改革神學]

계시(신학)[啓示]

계약 신학[契約神學]

교리[敎理]

과정 신학[過程神學]

그리스도[Jesus Christ]

교회 신학[敎會神學]

기독교 교리[基督敎敎理]

기독교 신학[基督敎神學]

기적(신학)[奇蹟]

기초 신학[基礎神學]

니버(인명)[Niebuhr, Richard]

논증 신학[論證神學]

로마 카톨릭 신학[--神學]

도덕 신학[道德神學]

현대 신학[現代神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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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갱생[更生]

키에르케고르(인명)

계시(신학)[啓示]

[Kierkegaard, S. A.]

교리[敎理]

ENG existence

그리스도[Jesus Christ]
기독교 교리[基督敎敎理]
기적(신학)[奇蹟]

십계명
UF

니버(인명)[Niebuhr, Richard]
로마 카톨릭 신학[--神學]
바이세(인명)
[Christian Herrmann Weisse]

모세의 십계[--十誡]
십계(기독교)[十戒]

NT

구약 십계명[舊約心界命]

RT

계율[戒律]

삼위 일체론[三位一體論]

교회법(법률)[敎會法]

성모(마리아)[聖母]

구약 성서[舊約聖書]

성서[聖書]

신학[神學]

신(종교)[神]

율법[律法]

신학 대학[神學大學]

ENG

Decalogue

신학론[神學論]

Ten

Commandments

신학사[神學史]

FRA

Dix Commandements

신학 사상[神學思想]

GER

Dekalog

신학생[神學生]

LAT

Decalogus

신학자[神學者]

JAP

十戒

신학 체계[神學體系]
신학 학파[神學學派]
십계명[十誡命]

십자가
NT

갈보리 십자가[--十字架]

악마[惡魔]

그리스 십자가[--十字架]

영감(신학)[靈感]

나무 십자가[--十字架]

인간학[人間學]

대주교 십자가[大主敎十字架]

지옥[地獄]

라틴 십자가[--十字架]

하나님

몰타 십자가[--十字架]

희망의 신학[希望--神學]

안드레아 십자가[--十字架]

ENG theology

안토니우스 십자가[--十字架]
이중 십자가[二重十字架]

실존

RT

기독교[基督敎]

NT

미적 실존[美的實存]

성호[聖號]

RT

단독자[單獨子]

십자가 처형[十字架處刑]

실재[實在]

예수 수난[--受難]

존재[存在]

ENG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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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학시소러스 브라우저의 구조 및 설계

XML은 자신의 Tag를 예약어로 가지고 있지만 확장성이 뛰어난 마크업 언어임으로 언
제든지 자신의 태그를 새로 만들어서 Data를 기술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XML을 기반으로 신학 시소러스 브라우저를 설계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신학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브라우저의 기본 폼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을 제시한다.

4.1 신학시소러스의 구조화
신학시소러스 브라우저의 구조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제 분야를 명확히 하
고 그 주제의 경계를 확정하여, 깊이 다루어야 할 부분과 주변적인 부분을 구별하여야 한
다. 주제어와 관련한 구조적인 부분은 국립 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http://nlsh.nl.go.kr
/)의 포맷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미 시소러스와 관련하여 최석두 교수
를 중심으로 한 시소러스 전문가 그룹이 국책의 일환으로, 주제명표목표를 프로젝트로 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명표목표란 간단히 설명하면 문헌의 주제를 나타내는 여러 가
지 표현을 통일화하고, 선정된 용어간의 관계를 체계화한 어휘집으로서 시소러스의 일종
으로 볼 수 있다.
주제명표목표의 기능적인 면을 참고하여 신학시소러스 구조화에 반영하게 되면, 첫째로
색인자와 이용자가 사용한 자연언어를 각각 색인작성과 검색에 사용할 통제어휘로 번역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둘째로 색인어 부여시 일관성을 보증하며, 용어간의 의미관계를 지
시한다. 마지막으로 문헌의 탐색시 탐색보조도구가 된다(47.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참
조). 이러한 주제명표목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전조합 주제어군이어서 이용자
가 검색하는 용어와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시소러스의 장점
은 후조합 색인 언어이기 때문에 검색을 할 경우 다양한 조합과 검색어를 선택하는데 일
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래 <그림 13>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중인 주제명표목표 검색포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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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주제명 표목표

시소러스는 용어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검색어 사전임으로, 색인시에
는 색인어의 선정에, 검색시에는 검색어와 색인어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에 사용할
수 있다(23. 이상호, 2∼3쪽)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XML을 기반으로 한 신학 시소러스
는 검색자가 확장검색을 원할 경우에 이를 지원 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응용프로
그램 사이에서도 신학시소러스의 내용은 물론 구조까지도 접근이 가능함으로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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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학 시소러스 시스템 설계
4.2.1 설계의 원칙
시소러스는 신학정보시스템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신학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학 시소러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소
러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소러스 관리 시스템의 구성, 내용, 인터페이스 등은 설계
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됨으로, 시소러스 데이터만 기준에 따라 호환성을 가지게 하되,
용어의 수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입력, 수정, 검증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공
동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4.2.2 제작방법 및 과정
제작방법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 XML문서 검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어
야 한다. XML문서 검색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XML로 작성된
문서를 검색하게 될 경우 이용자가 XML문서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곧 XML문서 내에 포함된 요소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정확한
검색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XML은 이용자 자신이 태그를
직접 정의하고 표현함으로 시소러스 용어는 임의의 형태로 표현됨으로 용어 간 불일치
현상으로 인하여 원할한 정보공유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23. 이상호, 32쪽).
신학시소러스 제작을 위해서 주제 영역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제영역
이 “신학”이면 “신학”과 관련한 모든 용어들이 시소러스 용어 제작의 대상이 된다. 문제
는 주제영역이 넓으면 구조는 무제한 적으로 커지게 됨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
어야 한다. 따라서 주제영역을 가능한 한 세분화 시켜서 차후에 병합 하는 것이 효율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신학 시소러스의 주요 관계 및 작성 과정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 14>와 같다
(35. 최재훈,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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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신학 시소러스를 이용한 정보검색과정

4.2.3 우선어의 선택 및 용어 상호관계 결정
자연언어에 의한 색인 및 탐색은 통제언어에 의한 색인과 탐색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제언어의 검색/탐색시 통제언어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시소러스에 수록되어있는 디스
크립터(통제키워드)를 색인어로 선정하고 탐색시에도 같은 용어를 탐색어로 사용함으로써
검색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워드 검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키워드 추출”이며,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자가
요구한 질의(Query)에 대한 결과만 제시하므로 어떤 용어를 검색어로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아래 <그림 15>는 신학시소러스 검색화면을 간단히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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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신학 시소러스 검색화면

4.3 신학 시소러스 검색 시스템 구현 사례
기존의 정보 검색이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의 지식에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면, 시소러스 검색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 구
현된 시스템은 WindowXP에서 XML 파서를 이용하였다.

4.3.1 신학시소러스 DTD 문서 작성
신학 시소러스 브라우저를 설계하려면 먼저 XML DTD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DTD는 XML 문서에 대한 논리, 물리 구조를 정의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의하
게 된다. 첫 번째로 내용 모델과 더불어 문서에서 허용되는 엘리먼트 형을 정의한다. 두
번째로 각 엘리먼트에 할당되어 있는 속성을 정의하고 세 번째로 문서에 허용되는 엔터
티를 정의하며 네 번째로 외부 엔터티와 함께 사용되는 표기법을 정의한다. 신학 시소러
스와 관련한 DTD문서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1. 고범석, 108쪽).
① DTD 문서 선언
<?xml version="1.0" encoding="EUC-KR"?>
② element type 선언
<!ELEMENT 성령 (성신, 거룩한영)*>
<!ELEMENT 성신 (#PCDATA)>

410 신학과 도서관

③ Attrubute선언
<!ATTLIST 성령 type (신학|조직) #REQUIRED>
※Attribute선언
선언:

요소명

속성명

속성Type 기본선언

<!ATTLIST 성령 type (신학|조직) #REQUIRED>
④ 외부 DTD
<!DOCTYPE THEOLOGY SYSTEM "WORDLIST">
⑤ 내부 DTD
<!DOCTYPE THEOLOGY
<!ELEMENT THEOLOGY(표제어,관계,관련용어,용어해설)>
<!ATTLIST THEOLOGY.................>

4.3.2 신학시소러스 검색 시스템 구현 설명
DTD 문서 구성 요소인 Element type(Element 원형을 선언한다), Attribute type
list(Element 의 일부분인Attribute속성의 원형을 선언한다), Entity(재사용 가능한 개체),
Notation(Notation을 선언)에 따라 작성된 문서(1. 고범석, 108쪽) 예제로 스타일 쉬트를
이용하여 <그림 16>에서 ‘신학’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그 브라우징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여기서 시소러스 검색시스템에서 우선 고려해야할 사항은 검색창과 하단에 배치
된 표시항목과 관련하여 관계, 관련용어, 용어해설이 체크표시와 함께 배열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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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신학 시소러스 검색 브라우징 결과 화면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관계는 BT, NT, RT 등 용어관계표시 확인을 위한 항목이고, 관
련 용어는 조합되어 추출된 용어들의 집합이며, 용어해설은 말 그대로 추출된 신학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해 주고 있다. 멤버, 리턴값, 적용 등은 앞으로 분야별(신약, 구
약, 선교, 역사, 실천 등), 검색범위별(기본검색, 상세검색 등)로 세분화하여 검색할 수 있
도록 배정한 메뉴이다.

4.3.3 검색 시스템의 처리도
전체 파일 구조는 index.html을 프레임 구조를 가진 폼 부분을 담당하는 src.html 과
검색 결과를 보여 주는 blank.html로 이루어져 있다. 폼을 담당하는 src.html은 다시
win.js 부분과 글자관련을 담당하는 dom.css부분 실제 자료가 담겨진 domlist.xml로 이루
어져 있다.
아울러서 DTD는 DTD소스파일인<!DOCTYPE html PUBLIC "-//W3C//DTD
XHTML 1.0 Strict//EN"
“http://www.w3.org/TR/xhtml1/DTD/xhtml1-strict.dtd”>를 사용 하였으며, 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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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은 신학 시소러스 구현을 위한 XML문서의 논리적 구조이다.

In d e x .h tm l
b la n k . h t m l

s rc .h tm l
w in . js
d o m .c s s
d o m l is t . x m l

<그림 17> 시소러스 구현을 위한 XML문서의 논리적 구조

상기 신학 시소러스의 논리적 구조와 구현을 위한 주요 소스화일은 부록 1에 밝혀 두
었다.

4.3.4 기존 시소러스 시스템과의 비교 및 평가
검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검색하려는 질의문과 내용이 일
치하는 문서를 검색하는 내용중심의 검색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태그 중심의 검색방법으
로 의미상 유사한 태그로 검색할 경우 시소러스를 활용하여 확장 검색을 한다. 신학 정보
검색과 관련해서도 검색 용어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신학 정보와 지식의 상호 교환과 이
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는 본 논문 “2.2.4 시소러스 구축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기존의 시소러스가 용어사
전의 기능밖에 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본 논문이 제시하는 신학 시소러스는 검색할 키
워드와 관련해서 용어해설은 물론 동의어, 파생어 등 관련어까지 검색이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신학시소러스 시스템을 완성하면, 학위 논문지도와 관련해서 목차서비스, 논문제목
소스제공, 참고문헌 서비스 등을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신학시소러스는 보다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
문은 신학 시소러스의 물꼬를 트는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신학시소러스 서비
스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제공자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지고 정보전문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수정, 추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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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과제

현재의 인터넷은 편하고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우리에게 제한적인 정보를 줄 뿐만 아니
라 때로 스팸 자료와 같이 쓰레기 같은 정보를 양산하기도 한다. 인터넷은 통신 인프라의
통합을 의미할 뿐 정보를 통합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른다. 여기저기 흩
어진 정보들을 한데 모으는 정보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생활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그 중심에 XML이 존재하고 있다(38. 홍영준, 151쪽). XML의 미래에 대한 예
측은 웹 표준기술로써 가장 핵심적인 진보를 가져올 기술이므로 웹의 근본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보여 진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림 18>과 같은 인터넷 북 쇼핑 몰인 YES24.com의 경우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1권 검색할 경우에 주제어 찾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관련서적을 꼬리
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XML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것
은 아니다. XML 표준이용과 관련해서 넘어야 할 문제가 몇 가
지 있는데, 사실상 수많은 XML표준이 난립하여 공유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XML이 시스템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려면 XML을 저장하여 조작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OODB라고 불리는 DB는 현재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그림 18> 북쇼핑몰

또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XML이 가독성이 풍부한 데이터 형

yes24.com주제어

식이라는 것은 데이터 호환에 있어서 고도의 암호와 기술이 필

검색

수임을 암시하는데, SSL기술로 대표되는 암호화 기술로는 완벽

한 안전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 특히 전자책 시장에서 보안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낸 상태
에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뛰어난 기술들이 개발되어 보완이
되겠지만, 주위 환경을 포함한 XML인프라 전체의 추세를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하다(42, Yoshihiro, 184쪽).
신학정보검색의 효율성은 결국 콘텐츠 안에서 추출되는 색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었
는가에 결정되므로 효과적인 정보검색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색인시스
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색인시스템이 시소러스 시스템으로 진화 할
때 정보검색의 효율성은 극대화 되어진다. 따라서 색인전문가가 색인작업을 수행하되 일
관성 있고 효과적인 색인을 생산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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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오늘에 와서 신학 지식과 관련하여 지식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
순검색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자원을 걸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학 지
식을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학정보 관리시스템(일명 TIMS 혹은 “신학지식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신학 시소러스 구축시 여러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로 작업하
면서 전체 시소러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각 분야별 색인 전문가들이 자기
영역의 내용만 검증함으로 시간 절약은 물론 구축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객체 지향 기반의 시소러스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학정보의 공유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도, 무수히 발생하는 다양한 지식
들을 단순히 저장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검색을 해보면, 원치 않는 정보들까
지 제공되어져서,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가 다반사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시소러스 자동 구축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의어와 관련어를 구분하
여 추출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말 시소러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외
국발음표기의 문제점이며,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개념이 두 가지 이상의 용어로 표현될
때 시소러스 자동 구축시 이형 동의어를 동의어로 추출 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이 매우 어
렵다는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 지능과 관련한 온톨로지 연구가 매
우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논문은 웹 표준문서로 각광받는 XML을 기반으로 문서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온톨로지 기법을 이용하여 신학지식 체계를 구성하여, 활용코자하
는 정보를 검색케 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색결과를 극소화 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
다. 또한 현재의 시맨틱 웹 기술에 대한 연구가 초기단계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각기
여러 요소 별로 독립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온 시맨틱 웹의 각 요소 기술들의 유기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선된 마크업 언어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한 연구화 함께 시맨틱
웹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맨틱 웹의 응용분야를 열거
하면 지능형 정보검색, 지식 관리, 자동화된 웹 서비스, 에이전트 시스템, 지능형 전자상거
래 등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 와서 시멘틱 웹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시되어있다. 하지
만 HTML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웹을 개선하는 기본 취지에서 보면 시멘틱 웹을 달성하
기 위해 웹 프로토콜과 같은 하위 레벨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하위레벨을 이용하여 다음
레벨의 개념을 정의하는 계층구조(layered structure)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방

XML을 基盤으로 한 神學 시소러스 시스템의 設計 및 具現에 관한 硏究 415

향임으로 신학시소러스와 관련한 연구도 시멘틱 웹 개념과 맞물려서 연구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시멘틱 웹 연구는 물론 앞서 열거한 서비스가 보편화 될 전망이며, 인공
지능 시스템인 온톨로지 기법에 의해 정의된 신학분야도 키워드 간 관계정보를 활용함으
로써,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신학지식을 자동으로 추론케 하고, 검색케 하여 정제된 신학정
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논문 작성을 위한 대학원생과 신학을 전적으로 연구하는 신학
자 혹은 교수는 물론, 주로 설교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체계적인 설교준비를 위해서 매
우 유용하리라고 사료된다.

부 록

- 나와 신도협과의 25년 김영수

지금부터 6년 전, 나는 이와 유사한 자리에서 떠난 지 10년만에 복귀하는 감회를 “정보
화시대의(성숙한) 신도협”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회고해 보건대 본 협회가 1973년 창립되자 초대 사무국장의 유고로 곧 휴면상태에 들
어갔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1976년에 임시총회가 KATTS 총무의 주선으로 연세대
학교 도서관장실에서 열렸습니다. 그 때, 나는 처음으로 신학도서관협의회에 참석했고 사
무국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사무국장으로 6년, 부회장으로 3년
역임을 통해서 DDC 18판 번역대조판, 신도협 월보, 정기간행물종합목록, 신학 양서 목록
출판 등의 연합사업을 해왔으며, 1983년에는 부회장의 임기중 신도협 임원회의 뜨거운 송
별의 정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 10년이라는 세윌이 흘렀고 1994
년 7월 5일 10년만에 다시 신도협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김성곤 사무국
장과 권길웅 회장, 박창옥 회장과 더불어 함께 정보화시대의 성숙한 신도협을 위하여 함
께 노력해왔었습니다. 당시 나는 김성곤 사무국장의 열과 패기에 찬 모습에서 신도협의
미래를 보았으며, 다시 돌아온 나를 기대와 희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뒤
를 이어 1999년 2월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을 때에 미래를 연상되게 하는 일들이
내 머리에 가득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이 나의 머리를 주마등과 같이 흘러갔습니
다. 나의 임기 초부터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영미 사무국장의 배려와 황현주 간사
의 도움으로 1) 전 회원교 대상으로 석박사 학위논문 10,000여권 전문 DB화, 2) 전 회원
교 대상 국내, 국외 정간물 DB화 27개교 1,319종, 3) 신학대학 학술지 10개 전문DB WEB
상의 상호이용, 4) Home page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 5) 본회 역대임원명단, 간행물 목
록, 협의회 연혁 정리, 창립시부터 모든 문서 정리, 6) 4번의 세미나 주최 등을 이룩한 것
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 신학종교관계 포탈 서비스 시스템 구축, 2) DDC 21판
번역 대조, 3) 기사색인 공동분담을 못 다 이룩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신도협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정신적 기반을
닦는데 기여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여 도우신 하나님과 여러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
리는 바입니다. 신도협의 회장직을 떠나며 2001년 8월이면 30년간 봉사의 장이었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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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교 도서관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입장에 선 나의 신도협의 미래에
대한 바램과 희망은 여러분들과 새로 탄생되게 될 임원들에게 게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
니다.
새 시대에 새 일꾼 - 새 술은 새 부대에 - 의 기상으로 전진하는 신도협의 미래가 여
러분의 손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에 있음을 회장의 퇴임에 즈음하여 말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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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설치)
본 회는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라 부르며 영어로 Kore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으
로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은 사무국장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전국의 신학도서관 발전을 도모하며 신학연구 및 목회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신학도서관 상호간의 문헌, 자료의 교환, 상호대차의 협력
2. 신학도서관 상호의 친목
3. 신학도서관의 관리 운영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4. 신학 서지 활동의 협력
5. 신학도서관 직원의 자질 향상과 지위 향상
6. 신학도서관의 지위 향상
7. 양서의 선정 추천 및 보급
8. 교회 도서관의 육성지도
9. 연구회,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10. 국내외 관계 단체와의 연락 및 협조
11.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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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체회원 : 기독교(그리스도교)가 인정한 신학대학, 각종학교(신학교) 및 신학전문 도서
관으로 가입원서를 접수하여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을 얻은 도서관
2. 개인회원 : 신학도서관에 근무하다 퇴직하거나 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
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락을 받은 사람
3. 명예회원: 본 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며 가입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사람(단체)
4. 평생회원 : 신학도서관에 근무하다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서관 일선에서 떠난 분
중 임원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추대하는 회원
제6조 (입회절차)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명처분은 회 원으로서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로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임원회)
1. 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사무국장 1인

4) 사업국장 1인

5) 이사 3인이상

6) 감사 2인

2.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는 본 회의 상임기구로 활동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총괄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하에 본 회 업무를 총괄한다.
4. 사업국장은 사무국장을 협력하며 특수사업을 관장한다.
5. 이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자문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사업 집행 및 재정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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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선거방법)
본 회 임원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사무국장이 선임되는 대학의 관장이나 총장 중에서 추대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 사업국장은 신임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사업국장은 유급으로 한다.
4. 회장, 사무국장은 개인 자격으로 기타 임원은 도서관 대표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사업국장의 임기는 임원회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가 있다.
제13조 (총회)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원도서관 중 5개 도서관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및 계획의 심의

2. 예산 결산의 심의

3. 회칙변경

4. 연회비 결정

5.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 (임원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제16조 (임원회의 기능)
1. 본 회칙에 정해진 사항
2.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심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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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칙의 변경 및 기타 총회에 부의한 안건 심의
4. 기타 중요한 회무를 심의 집행
제17조 (회의 성립과 의결)
본 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
결된다. 단, 본 회 해산이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를 열
어 출석회원 2/3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 6 장 자문위원회
제18조
본 회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은 회원도서관의 도서관장 및 교계 인사들로 구성한
다.
제19조 (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부 칙
1.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나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1984년 3월 29일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다.
4. 본 개정회칙은 199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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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973. 4. 16

초대 회장 조종남 박사(서울신대 학장) 취임하다.
* 초대 사무국장 : 김창의 사서장(총신)

1976. 3. 26

회장 조종남 박사(서신) 취임하다.
* 2대 사무국장 : 김영수 관장(서울신)

1977. 7. 14

제1회 연수회(주제: 한국신학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1977. 8. 12

신학문헌정보 발간

1977. 10

한국신학도서관 실태 발표

1977. 11. 19

신학관계논문 목록 발간

1980. 6.

D.D.C. 18판 번역 출판

1981. 7. 13

2대 회장 박봉배 박사(감신대 학장) 취임하다.
* 사무국장 : 김영수 관장(서울신)

1982. 12.

D.D.C.출판 기념회

1983. 3. 28

3대 회장 박창환 박사(장신대 학장) 취임하다.
* 사무국장 : 김영수 관장(서울신)

1983. 7. 11

신도협회보 발간

1983. 8.

신학문헌정보 제14집

1983. 9. 28

신도협회보 2호 발간

1984. 3. 29

회장 박창환 박사(장신)
* 3대 사무국장 : 권길웅 과장(장신)

1986. 4. 30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 발간

1986. 12. 18

4대 회장 허 긴 박사(침신대 학장) 취임하다.
* 4대 사무국장 : 이창록 과장(침신)

1988. 12. 14

5대 회장 김영실 박사(대신대 학장) 취임하다.
* 5대 사무국장 : 김옥환 과장(대한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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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8. 9

한국도서관협회 관종별 협의회 위원 단체로 본 협의회 위촉
* 관종별 협의회 - 본협의회, 공공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협의회, 국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전문도서
관협의회

1989. 8.

D.D.C. 20판 종교, 교회분야 인쇄 배포

1991. 1. 25

회장 김영실 박사(대신)
* 6대 사무국장 : 송우승과장(총신)

1991. 12. 6

회장 김영실 박사(대신)
* 7대 사무국장 : 김옥환(대한신학)

1992. 12. 11

회장 김영실 박사(대신)
* 8대 사무국장 : 박창옥 과장(성결)

1993. 4. 6

6대 회장 윤영탁 박사(합신대학장) 취임하다.
* 9대 사무국장 : 임명철 과장(합신)

1993. 8

신학도서관 년 2회 발간

1994. 9. 14

회장 윤영탁 박사(합신) 취임하다.
* 10대 사무국장 : 김성곤 과장(총신)

1994. 10.

신학도서관 회보(계간) 창간호 발간

1994. 11. 17

한국십진분류법(KDC) 제3판 기독교 분야 개정안 검토 및 의견서 제출

1995. 2. 20

논문 영인 사업 개시(학문영역을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교육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이상 8개 분야로 구분

1995. 4. 6

UMI(외국신학박사학위논문) 자료 공동구입

1996. 12. 5

7대 회장 권길웅(장신) 취임하다.
* 11대 사무국장 : 최종명 과장(가대)

1997. 4.

학위논문 CD-Title 제작 계약 1차 사업 시작(수록논문 2217건)

1998. 3. 18

8대 회장 박창옥(성결대) 취임하다.
* 사무국장 : 최종명 실장(가대)

1999. 2. 5

9대 회장 김영수 관장(서울신대) 취임하다.
* 12대 사무국장 : 김영미 과장(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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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D.D.C. 21판 종교분야 CD-ROM으로 제작, 모든 정보 Homepage에서 검색기능
구현

2000. 3.

InfoTrac Web 컨소시엄 시행

2000. 12.

학위논문 CD-Title 제작 제4차 사업(논문수록 3507건)

2001. 1. 1

10대 회장 이석철 박사(침신) 취임하다.
* 13대 사무국장 : 박승모과장(침신)

2001. 2

학위논문 CD-Title 제작 제5차 사업(수록논문 1974건)

2001. 8.

CBT 토플, 토익 모의테스트 서비스 공공구매

2002. 4. 1

회장직무대리 부회장 : 신만섭 과장(합신)
* 14대 사무국장 : 황명길 과장(고려신)

2002. 11. 20

신학학위논문 제6차 사업 추진(수록논문 3,9100건)

2002. 11. 29

11대 회장 : 김순자 관장(한국성서대)취임하다.
* 15대 사무국장 : 유유희 도서관 팀장(한국성서대)

2003. 7.

학위논문 CD-Title 제작 제7차 사업

2003. 8. 23

제1차 신학 시소러스 워크숍 개최
주제 : XML을 기반으로 한 우리말 신학 시소러스 자동 구축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2003. 11. 24

제1회 교회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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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톨릭대학교

110-758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90-1

02-740-9720~2

02-745-8368

2 감리교신학대학교

120-701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

02-361-9233

02-361-9231

3 개신대학원대학교

142-803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203-8

02-945-0910

02-945-0143

4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464-860

031-768-5544

031-768-5548

5 고려신학교

413-880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268-18

031-958-6008

031-958-6007

6 고려신학대학원

330-150 충남 천안시 삼용동 40

041-560-1940

041-560-1974

7 광신대학교

500-210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70번지

062-570-1516

062-571-7255

8 광주가톨릭대학교

520-840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170

061-337-7271

061-337-2185

9 구세군사관학교

427-010 과천시 중앙동 83-2

02-502-9505/2927

02-502-7160

10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151-011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1577-5

02-839-0388(401)

02-839-0385

11 그리스도신학대학교

157-702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산 204

02-2600-2492~3

02-2600-2494

12 나사렛대학교

330-090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번지

041-570-7727

041-570-7934

13 대구가톨릭대학교

700-726 대구시 중구 남산3동 219

053-255-9510

053-255-0132

14 대신대학교

712-713 경북 경산시 백천동 137

053-810-0783~5

053-810-0784

15 대전가톨릭대학교

339-850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263-3

041-867-8063

041-867-8063

16 대전신학대학교

306-819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226-22

042-606-0120

042-624-1031

17 루터대학교

449-900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17번지

031-285-2595

031-283-1505

18 목원대학교

302-729 대전시 서구 도안동 800번지

042-829-7212

042-829-7218

19 부산가톨릭대학교

609-736 부산시 금정동 부곡3동 8-12

051-519-0446~7

051-519-7218

20 부산장신대학교

621-901 경남 김해시 구산동 764번지

055-320-2522~3

055-339-1161

서울성경신학대학원
21
대학교

156-011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02-845-7711

02-844-7711

22 서울신학대학교

422-742

032-340-9248

032-349-9636

23 서울장신대학교(광주)

464-742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19-1

031-761-0520

031-765-1232

110-550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370번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25 성결대학교
430-742
산147-2
26 성공회대학교신학대학원 152-716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02-2238-6305

02-2236-7617

031-467-8261

031-467-8292

02-2610-4326

02-2683-8858

27 수도침례신학교

456-820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용두리 717-3

031-467-8284

031-467-8292

28 수원가톨릭대학교

445-744

031-290-8877~9

031-227-4525

29 순복음신학교

122-030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67-9

02-383-3673

02-383-3677

3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467-75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151-1 031-770-7747

31 안양대학교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안양5동 708-113 031-467-0700(755) 031-467-0797

32 영남신학대학교

712-830 경북 경산니 진량면 봉회동 17

경기도 파주시 초월면 대쌍령리 산
42-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01번지

24 서울장신대학교(서울)

경기도 수원시 화성군 봉담면 왕림읍
226

053-850-0575

031-772-1245

053-853-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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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151-054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67-12
대학교

02-2102-5715

02-885-1023

34 인천가톨릭대학교

417-850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495

032-937-8117

032-937-8118

35 장로회신학대학교

143-756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53번지

02-450-0765

02-450-0779

36 전북신학교

560-29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38-28 063-223-6801

063-223-6606

37 천안대학교

330-704 충남 천안시 안서동 115번지

041-550-9131~5

041-620-9655

137-063 서울시 방배3동 981-56

02-520-0753~7

02-520-0750

39 총신대학교

156-763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산31-1

02-3479-0281/0216 02-537-0753

40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449-910

41 침례신학대학교
42 칼빈대학교

38

천안대학교
백석학술정보관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산41
양지도서관

031-338-7131

031-338-2475

305-358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산14

042-828-3242

042-823-6997

449-910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142-12

031-283-9305

031-284-4588

43 한국성서대학교

139-791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205

02-950-5448~50

02-950-5411

44 한민대학교

320-870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양리 산73-1

041-733-6569

041-733-6560

45 한세대학교

435-742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

031-450-5165

031-450-5066

46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

142-791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산129번지

02-2125-0131

02-900-6388

47 한영신학대학교

152-717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산22-1

02-2067-4540~4

02-2616-4051

48 한일장신대학교

565-830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694-1

063-230-5471~6

031-372-3743

49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442-7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42-3

031-212-8291

031-212-6204

50 협성대학교

445-890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리 8-1

031-299-0655

031-227-7764

51 호남신학대학교

503-756 광주시 남구 양림동 108번지

062-650-1544

062-676-1552

02-570-7132

02-570-7379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52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55번지
대학교

53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412-8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92번지 031-962-9196

031-963-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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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관련 모든 현황과 자료들을 수록하였으며 회원교 도서관의 각종 현황을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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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검색 및 각종 원문을 검색할 수 있게 하여 통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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