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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I. 들어가며

  대학도서관에서의 자료 수집은 구입과 수증․교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입을 통한 

수서는 확보된 예산에 의해 추진되므로 서지유통망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증을 통한 수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으나 공식적인 서지유통망을 통해서 입수할 수 없는 자료를 수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증․교환실에서는 학내에 도서관 문화를 창출하고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서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2011년부터 서

울대학교 교수 저술도서 수집, 명예교수 저술도서 문고 설치, 책 나눔 장터 등을 통해

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서울대학교 교수 저술도서 수집, 명예교수 저술 도

서 문고 설치, 책 나눔 행사 등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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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진행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기증자료 

  

1. 교수저술도서

1.1. 추진배경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술자료들 중에서 우리대학 교수님들의 저술도서(번역서 포함)

를 학내외에 홍보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교 교수님들에게 저술도서의 기증

을 요청하는 ‘본교 교수 저술도서 기증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등

록 후 중앙도서관 4층 중앙홀에서 ‘본교 교수 저술도서 전시’를 상시 전시하고 있

다. 

1.2. 기증 요청

  -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게재 : 2011.04.27.

  - 요청부수 : 1부

  - 기증방법 : 연구실 방문수령, 교내우편(사송), 우편후불택배, 도서관 방문기증

  - 기증도서처리 : 중앙도서관 장서로 등록 전시

  - 기증문의 : 수서정리과 기증/교환실

1.3. 전시 개요

  - 대상 : 본교 전임 및 비전임 교수가 저술한 단행본(2010년 이후 출판도서)

  - 일시 : 2011년 6월부터 상시 교체 전시

  -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중앙홀 북카페

1.4. 교수저술도서 기증 현황(2011.6.10. 현재) 

  - 안내 : 홈페이지 – 게시판(공지사항)

  - 기증현황 : 2011.6.13. -홈페이지-게시판(공지사항)

    

1.5. 교수저술도서 전시 1차

  - 전시개요: 우리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물인 저서를 전시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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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기증교수 책수 대  학 기증교수 책수

인문대학 20 27 의과대학 17 26
사회과학대학 20 32 간호대학 1 1
자연과학대학 6 9 행정대학원 3 7
공과대학 8 9 환경대학원 2 3

농업생명과학대학 3 5 국제대학원 3 5
미술대학 3 7 치의학대학원 5 5
사범대학 11 17 경영전문대학원 2 3

생활과학대학 5 17 법학전문대학원 7 18
수의과대학 2 3 서울대출판문화원 1 43
음악대학 4 12

총계   122명      250책

대  학 교       수       명

인문대학
고 원 권재일 권혁승 김영룡 김주원 김현균 김형종 박지향 
박찬국 송기호 송철의 송용준 안성두 오생근 이동신 이정민 
정병설 조은수 조현설 최몽룡

사회과학대학
강원택 권석만 권숙인 김대일 김상배 김영식 류근관 박명규 
박상섭 신욱희 안상훈 왕한석 윤석민 이봉주 이영훈 장경섭 
전경수 정재호 허우긍 홍두승

자연과학대학 김경렬 이창복 임종태 조문섭 조신섭 천종식

공과대학 박태현 박형동 서일원 오승모 전경수 전봉희 최종근 홍성필

농생대 이돈구 이형주 장진성

미술대학 김경선 김민수 김정희

사범대학
권오량 김찬종 박성익 박찬구 신문수 이병민 임철일 윤여탁 
장승일 최의창 한숭희

생활과학대학 김난도 김민자 유효선 이순형 이연숙

울대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전시기간 : 2011.6.2.(목) 14:00~분기별 순환전시

  - 전시장소 : 중앙도서관 4층 북카페

  - 전시방법 : 상설전시

  - 전시자료 : 송철의 교수 등 121명 207책, 서울대 출판문화원 43책 계 250책

[표 1] 대학별 기증 현황            (2011. 6. 10. 현재)

                         

                            [표 2] 기증 교수 현황             (2011. 6. 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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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대학 박용호 조명행

음악대학 민은기 이석원 이지영 전상직

의과대학
강경훈 김동규 김용진 김지수 류인균 박병주 박상철 백구현 
서유헌 신민섭 윤용범 임재준 정진호 정현채 조수철 채종일 
최병인

간호대학 방경숙

행정대학원 오석홍 이승종 임도빈

환경대학원 성종상 이정전

국제대학원 김현철 문휘창 백진현

치의학대학원 김영균 백정화 이승표 장기택 현홍근

경영전문대학원 김상훈 송재용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김재형 박은정 박 준 성낙인 이원우 최종고

서울대출판문화원 김종서

  

[그림 1] 교수저술도서 1차 전시회 모습 

1.6. 교수저술도서 전시 2차

- 전시기간 : 2011. 12. 5 ~ 2012. 5.

- 전시자료 : 유원총보역주 등 100책

1.7. (3차 전시용) 교수 저술도서 기증의뢰

  - 기증의뢰 : 2011. 10. 17.

  - 홍보 :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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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내용 : 

    • 상시 전시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음

    •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새로운 저술도서 출판정보 홍보와 함께 교수-학생 간 상

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됨

 

2. 명예교수 저술도서

2.1. 추진배경 

  중앙도서관에서는 본교 명예교수들이 평생에 걸쳐 집필한 저술 도서를 수집하여 학

술연구 업적을 기리고 해당 분야의 학술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보존하기 위하여 별

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비치하고자 하였다.

[그림 2] 명예교수 저술도서 현판 

2.2. 기증요청

  - 기증요청 명예교수 : 699명

  - 기증요청도서: 

   • 공동 저술도서, 번역서(책수, 출판연도 제한 없음)

   • 교재로 사용했던 도서

2.3. 기증요청 방법

   - 기증의뢰 우편 및 메일 발송, 포털,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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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증도서 처리

  - 중앙도서관 장서로 등록(별치기호 부여)

  - 비치장소: 수서정리과 6층(명예교수 문고-조정요망)

  - 기증도서 수령 방법

  - 연구실 방문 수령, 우편, 택배

  - 자택 방문 수령(기증책수가 많을 경우)

  - 명예교수 저술도서 문고 설치

  - 개요 : 중앙도서관에서는 본교 명예교수가 저술한 도서를 수집하여 업적을 기리고 

학술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보존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일까지 수집

한 도서를 정리하여 비치 

  - 문고명 : 명예교수 문고

  - 기증현황 : 기증 교수 52명, 기증도서 수 920책

  - 별치기호 : SPE(SNU Professor Emeritus)

  - 문고위치 : 6층 수서정리과 사무실 별도 공간

  - 관련 내규

   • 명예교수 저술도서 정리지침(안) 

   • 명예교수 저술도서 청구기호 구성(안)

   • 명예교수 저술도서 수증 및 보존에 따른 지침

3. 책 나눔 장터

3.1. 추진배경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학생 모니터링 요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책 물려

주기 제안에 대해 ‘책 나눔 장터(The SNU Used Book Fair)’라는 명칭으로 학생 선후

배 간의 책 물려주기 가교 역할을 하는 행사를 주관하고자 한다. 자료는 전공과목 수강 

시 보았던 책을 학생들로부터 기증 받아 졸업 시즌인 2월과 8월에 추진하고자 한다.

3.2. 행사일정

  - 홍 보 

   •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2012. 1. 20.

   • 현수막 설치(도서관 3층 출입구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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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 전체에게 메일 발송, facebook 등재

  - 도서기증 접수 : 2월24일까지 중앙도서관 기증교환실에서 접수

  - 장터 도서목록 : 중앙도서관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

  - 장터 개장 : 2.27~2.29 중앙도서관 4층(U-Space)

  - 배포책수 : 1인당 3책 이내

  - 배포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선착순 배포

  - 판매가격 : 국내서 1,000원, 외국서 2,000원

               (기증자 명의로 중앙도서관 발전기금에 전액 입금)

  - 책 나눔 장터 도서기증 현황 : 90여명 참여 1,900여 책

  - 다량 기증자

   • 법대 최종고 교수   : 496책

   • 경영대 김성수 교수 : 458책

   • 의예과 이덕희 동문 : 153책

[그림 3] 책 나눔 장터 현수막 

[표 3] 자료별 수집 현황  

구분 기증자(명) 책수(책) 통계 일자 비고
교수저술도서 253 273 2011.11.17
명예교수저술도서 50 907 2011.9.19
책 나눔 장터 200 3,030 2012.2.20

계 503 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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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주요사례

□ 사회과학도서관

 - 행사명: 책 나눔의 장터(스승의 손때 묻은 책 제자에 물려주기)

 - 일시: 1998. 9. 7. ∼ 9. 9.

   - 수집 책수: 13,800책 (교수 기증도서 : 3,000책, 등록 제외도서 : 6,800책 포함, 

                수입업체 협찬 외국서 4,000책)

   - 주제 분야: 인문‧사회계열 도서

   - 배부 방법: 첫째날 1,000원, 둘째날: 2책 1,000원, 셋째날: 3책 1,000원

                수입업체 협찬 외국서: 1책당 10,000원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 행사명 : 책 나눔 행사

 - 대상자료: 수증자료 중 등록에서 제외된 자료

 - 대상책수: 800여 책 학술서적 중심

 - 횟수 : 연 1회(부정기) 1주일간(보통 1일로 행사로 종료)

 - 배부방식 : 학생증 바코드를 확인(중복방지 및 본교학생확인)

 - 추첨방식 : 1인당 5책까지

□ 책 물려주기 

   - 학생회 주관 학교 : 한남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군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

학교, 전북대학교(기부米마을 참여), 경상대학교 등등

□ 외국대학 사례

McGill University (맥길대)  http://www.mcgill.ca/bookfair/ 

매년 가을에 열리는 대형 행사로써 헌책과 새책을 모두 취급하며 책뿐만 아니라 

CD, LP, DVD 및 악보도 취급한다. 미술과 건축에 관한 도서들은 따로 마련된 공간에

서 특별하게 판매한다. 이 행사로 모은 돈은 모두 맥길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며 1971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15억이 넘는 기금을 마련하였다. 참고로 2010

년 한해에만 특별 기부금 출연에 힘입어 7천5백만 원의 기금이 마련된 기록이 있다.  

Oxford University (옥스포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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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ribune.com.pk/story/264421/oxford-university-press-month-long-book-fair-begins-today/

옥스포드대학 출판부 주최로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사실상 학교 자체의 행사라고 

하기보다는 세계적인 옥스포드대학 출판사의 독보적인 행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

난해 행사에서 모든 책의 가격을 품목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이 행사의 특징은 책 판매에만 집중된 행사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색칠대회, 각종 낱

말게임 및 퀴즈 등의 유익한 행사들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New York University (뉴욕대)

http://www.nytimes.com/1990/10/12/books/latin-american-works-in-nyu-book-fair.html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라틴 아메리카 책들을 취급하는 책 장터로써 라틴 아메리카

의 200개가 넘는 출판사, 또 스페인과 미국의 출판사들에서 출판된 책들과 매거진이 

행사에 투입된다.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UC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http://www.today.ucla.edu/portal/ut/five-faculty-authors-to-appear-156833.aspx

야외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열리는 행사로써 (사진 참조) L.A 타임즈가 주최하는 

대학 북페어 행사이다. 이 행사의 특징은 행사에 특별 초청된 주요 저자들과의 만나

서 작품의 대한 이야기와 간단한 토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University of Toronto (토론토대) http://www.uc.utoronto.ca/content/view/168/813/ 

매년 열리는 행사로써 일반적인 북 세일 행사이다. 약 7만 5천권의 책을 판매하며 

Special Collection과 희귀 도서들은 따로 배치하여 1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된

다. 이곳 행사의 특징은 약 6,000권의 엄선된 책들을 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배달 한다

는 것이다. 

University of Iowa (아이오와대) http://www.iowacitybookfestival.org/  

아주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해 선보이는 행사로써 초대형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상

당한 준비와 참여를 필요로 한다. 저자들의 강의, 저자들과의 만찬은 물론 간단한 음

식 판매와 책 관련 미술 제작 demonstration(시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행사도 다양

하게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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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센트럴 플로리다대) http://education.ucf.edu/bookfest/ 

아이오와 대학의 북 페스티벌과 비슷한 행사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분

위기의 행사이다. 특징은 이 북페스티벌을 위한 웹 사이트를 따로 운영한다는 점으로, 

그만큼 플로리다 중부에서 행해지는 도서 관련 행사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여진

다. 저자와의 만남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 단일 행사인 만큼 웹

사이트에 스케줄표도 준비해서 공개하고 있다.     

Victoria College (빅토리아대) http://library.vicu.utoronto.ca/booksale/ 

토론토 대학의 행사와 유사한 일반 도서세일 행사로써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입장료 3000원을 내야한다. 모든 책은 절반 가격에 판매된다. 

University of Georgia (조지아대)

http://ugapress.blogspot.com/2011/08/dirty-book-sale-coming-in-november.html

조지아대 Press에서 주최하는 대학 행사로써,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Dirty Book 

Sale 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오래되거나 팔리지 않는 헌책 등을 

주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흥미로운 내용의 도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겠다.

위에 조사된 모든 행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매년 한번 씩 열리는 행사라는 점과 행

사를 위한 대대적인 준비와 홍보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행사를 위한 기획 멤버가 따로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더 특별

하고 기억에 남는 행사를 위해 외부 도서관련 전문가들이나 기관들과도 끊임없는 관

례를 유지 한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행사에 특정한 테마가 있는 것도 흔한 일이다. 

특정한 주제의 책들을 특별 판매하는 유형의 행사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대형 

행사일수록 반드시 저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문제점

  교수저술도서, 명예교수 저술도서, 책 나눔 장터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겪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

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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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저술도서

1.1. 홍보

  교수저술도서 기증 의뢰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교수들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기증하라는 것은 저작자의 노고에 대한 무례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

실 어떤 교수들은 왜 도서관에서 책을 사지 않고 무상으로 기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

냐고 종종 문의를 한다. 이에 대해 실무자는 기증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간

곡히 사정한다. 이런 것은 업무를 함에 있어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망설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2. 수집과 전시의 조화

  기증․교환실에서는 어렵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교수들에게 메일과 전화 그리고 

편지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기증을 요청한다. 그리고 4~5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전

시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자료가 그렇게 쉽게 수집되는 것이 아니다. 전시를 할 때는 

인계받은 자료에 대해 기증교환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전시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1.3. 적정 보상 및 기부금 처리

  현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납본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쇄

비인 도서정가의 52%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도 앞으로 기증받는 자료에 대

해서는 실비 지급이나 기부금 처리 등 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하다. 이런 

최소한의 예우가 있을 때 기증자나 실무자나 좀 더 사업을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명예교수 저술도서

  명예교수 저술도서 수집은 교수저술도서 수집과 맞물려 교수님들에게도 혼란을 초

래했을 것이고, 잦은 기증 의뢰와 준비 되지 않은 수장 공간, 서고의 명칭, 별치기호 

지정 등이 추가됨으로써 업무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다.

2.1. 자료 등록의 문제

  명예교수 저술도서는 단행본 자료 외에 사진첩이나 팸플릿 같은 등록하기 곤란한 

자료들도 다수 있다. 이런 자료들은 낱장이나 책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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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본 또는 보관상자 등을 제작하여 보관해야 한다.

2.2. 자료 수집의 문제

  명예교수님들은 연세가 많아 자료를 수집하러 갔을 때 지나온 역사에 대해 말씀하

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 대화중에는 귀중한 사료가 될 수 있는 정보도 있는 것이다. 자

료 수령 시에는 반드시 사서가 직접 수령하고 예의를 갖추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것

이다.

2.3. 자료 수장문제

  그동안 중앙도서관에서는 고문헌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문고 외에는 문고도

서를 설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문고도서

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이미 설치된 문고도서에 손색이 없도록 수장 공간을 조성하여 

그분들의 평생업적을 기리는 것이 필요하다.

2.4. 문고명 부여

  이미 설치된 문고는 기증자의 호를 문고명으로 부여하였으나 명예교수 저술도서는 

개인의 문고가 아니므로 ‘명예교수 문고’로 정하였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증해주신 교수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5. 신규자료에 대한 운용 방안 

  위에서 언급한 ‘명예교수 문고’와 같은 경우는 자료 수집부터 등록, 정리, 보존, 

이용 등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전담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책 나눔 장터

  ‘책 나눔 장터’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회, 장터 등에서 운용하는 행사를 

도서관이 주관하여 좀 더 많은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위한 행사이다. 지금

까지 진행된 과정 중 몇 가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3.1 자료의 한계

  책 나눔 장터는 본인이 사용하던 전공서적이나 교양서적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어 선

후배 상호 간의 유대를 증진하고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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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책 나눔 장터 행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 중에서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등록을 하고,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만 책 나눔 행사에 내 놓는다. 

  이것은 현재 기증자료가 입수되면 복본조사를 통해서 도서관에 없는 자료만 등록하

고, 등록하지 않은 자료는 국내외 학술기관에 재기증하고 있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책 나눔 장터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3.2 기증 자료의 범위

  책 나눔 장터에 기증 받는 자료는 처음에는 전공서적으로만 제한하였으나 교양서적

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경우 기

증 받을 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3.3. 행사지원 예산 및 인력지원

  - 홍보(게시판, 홈페이지 등재, 현수막 등)

  - 접수, 배포, 자료수집, 자료배열, 목록작성, 복본조사, 발전기금을 위한 제반 절차

  - 자료수령

3.4. 기부자에 대한 예우

  - 등록된 자료는 기증자명 처리

  - 책 나눔 기증자 목록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감사 표시

     

3.5. 업무의 과중화

  수집계획→홍보→회의→자료 수령→접수처 지정→목록작성→자료배포 계획→자료

배포→수령증 발송→기부금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인력

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의 혼선 등으로 인

하여 업무가 가중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인력지원, 운송수단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

Ⅵ. 맺음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

향으로 워크플로우를 설계해서 진행해야 한다.  

  책 나눔 장터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어떤 자료부터 우선적으로 수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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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들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책 나눔 

행사를 시행하면서 도서관이 기증자와 수여자 사이에서 중계 역할만 할 것인지 아니

면 주관을 할 것인지? 자료별 수집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이 일 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 저술도서와 명예교수 저술도서를 분리해서 수집하는 것은 자료의 수집

과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 교수저술도서를 기증하시는 분 중에는 현직 교수도 있지

만 명예교수도 있을 수 있고 서울대학교 교수들 자료를 전수 수집한다는 취지에서도 

맞지 않는다.

  둘째, 서울대학교 교수 저술도서는 학교의 자긍심과 우수학술 도서의 활용에 있어

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명예교수 문고’를 설치하기 보다는 ‘서울대학교 교수저

술 문고’로 개칭하여 서울대학교 교수 저작물은 한 곳으로 모은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셋째, 낡고 오래된 자료 중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의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가 필요하

다.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여 희귀자료나 귀급자료는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존해야 한다. 

  넷째, 자료기증자의 예우가 필요하다. 자료를 저술한다는 것은 교수 개인 일생의 역

작이니 만큼 그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 최적의 장소에 보존함은 물론 고마움에 표

시로 최소한의 사례나 발전기금 기부금 처리 등 학교차원에서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

  다섯째, 책 나눔 장터에 책을 기증하는 기증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외부인들의 학외 기증자 범위로 확대하여 좀 더 폭넓은 행사

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책 나눔 장터의 인력지원 및 자료수집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책 나눔 장터 

행사는 행사 계획 수립, 게시판 및 현수막 홍보, 짧은 기간에 많은 자료의 분류 정리, 

및 목록 작업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또한 행사용에 맞는 자료를 수집․분
류해야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저술도서, 명예교수 문고도서, 책 나눔 장터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의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절감

하였다. 사실 도서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조그마한 프로젝트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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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다룬 세 가지 사업이 크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증․교환계의  전․현
직 직원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가 도서관 장

서구성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도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고생했던 기증․교환계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

을 전한다. 기증․교환계 식구들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