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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서비스과 유재아

학술정보운영과 안유경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컬렉션 구축

1. 들어가며  

“남은 일생에 내 꿈은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더 선진화되는 겁니다.” 

“인생 2막의 주제를 ‘기부문화 발전’으로 잡았다.”는 류무종1 동문(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953년 

입학)은 2021년 10월 부인 박익서 여사와 함께 중앙도서관 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쾌척하였다. 류 

동문은 지난 2008년에도 사회적 기부와 자선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정보를 서비스하는 「류무종 가

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YOU Family Philanthropy Database)」2를 위해 3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바 있다.

류 동문은 2008년 기금을 출연하면서 선진국에 보편화되어 있는 영구기금(영속기금, Endowment 

Fund)3의 운영방식을 요청하였다. 이는 기금 원금은 유지하면서,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의 일

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유지 및 관련 서적 구입 후 

남은 이자는 다시 원금에 산입하여 전체 기금을 증가시켜, 해를 거듭할수록 자료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기부된 10억 원의 기금 중 9억 원도 영구기금 방식으로 운영하여 원금을 

유지하고, 이자 소득으로는 기부 분야를 넘어 더 확대된 관련 분야의 전문 도서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기부문화 컬렉션을 구축하고자 한다. 남은 1억 원 중 일부는 본관 2층 참고자료실 내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컬렉션’ 공간 조성에 사용되었다. 잔액은 본관 리모델링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본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기부자 기념서재도 조성할 계획이다.

2.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기금 운영

류 동문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부, 모금, 자선 등과 관련된 분야의 도서 구입 및 데이터베이

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0일 도서관 발전기금 3억 원을 기부하였다. 본 기금으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YOU Family Philanthropy 

1 치과 치료제 전문업체인 ㈜다이아덴트 창업 및 대표 역임, 아름다운재단 내에 한국 최초 기부문화 도서관을 설립하여 도

서관장 및 아름다운재단 이사로 활동(김기태, 2010, p. 28).

2 기부자가 직접 지정한 기금명으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내 설립하여 운영

3 기부자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기부한 현금, 주식, 부동산 등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그 기부금의 원금은 영구히 보존하

고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수익금을 이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을 말한다(비케이 안, 2020, p.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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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기부문화를 가족이 함께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가. 기금 집행 및 도서 구입 현황

3억 원의 기부금 중 1억 원은 사업 첫해에 도서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

고, 원금 2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보존하였다. 원금 2억 원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이자) 중 70%는 본 

기금의 출연 목적을 위한 연간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30%는 원금 2억 원에 적립하여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표 1]을 보면 영구기금 운영방식으로 기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  [표 

2]와 [표 3]은 연도별 기금 집행 현황 및 도서 구입 현황이다.

  표 1   연도별 기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기금 과실금
기금적립

(30%)
배정액(70%) 집행액 잔액 이자율

2009 200,000 10,000 3,000 7,000 - 7,000 5%

2010 210,000 10,500 3,150 7,350 - 7,350 5%

2011
210,500 10,525 3,157 7,367 874 6,492 5%

10,000 500 - 500 - 500

2012 230,650 11,532 3,459 8,072 5,753 2,319 5%

2013 236,429 10,639 3,191 7,447 4,711 2,736 4.5%

2014 242,357 9,694 2,908 6,786 5,781 1,004 4%

2015 246,270 7,388 2,216 5,171 5,171 - 3%

2016 248,486 7,454 2,236 5,218 4,040 1,177 3%

2017 251,900 5,038 1,511 3,526 3,280 246 2%

2018 253,658 5,073 1,521 3,551 3,015 535 2%

2019 255,715 5,114 1,534 3,580 3,509 70 2%

2020 257,320 3,859 1,157 2,701 648 2,053 1.5%

2021 260,532 3,907 1,172 2,735 2,593 141 1.5%

  표 2   연도별 도서 구입 집행액

(단위: 원)

배정년도
단행본

소계 비도서 총계
국내서 외국서

2009 110,500 52,269,380 52,379,880 0 52,379,880

2010 0 12,132,580 12,132,580 0 12,132,580

2011 0 5,501,330 5,501,330 0 5,501,330

2012 0 5,753,290 5,753,290 0 5,75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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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 4,411,260 4,411,260 0 4,411,260

2014 0 5,848,490 5,848,490 0 5,848,490

2015 515,610 2,909,030 3,424,640 0 3,424,640

2016 0 2,490,610 2,490,610 1,550,000 4,040,610

2017 0 5,760,680 5,760,680 2,019,490 7,780,170

2018 854,640 7,160,950 8,015,590 0 8,015,590

2019 25,200 2,406,940 2,432,140 1,077,210 3,509,350

2020 689,220 4,879,650 5,568,870 79,200 5,648,070

2021 571,050 1,669,610 2,240,660 353,250 2,593,910

계 2,766,220 113,193,800 115,960,020 5,079,150 121,039,170

  표 3   연도별 도서 구입 책수

(단위: 권/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국내서 13 0 0 0 0 0 42 0 0 47 2 31 24 159

외국서 710 194 117 113 116 136 58 40 87 119 72 78 19 1,859

소  계 723 194 117 113 116 136 100 40 87 166 74 109 43 2,018

비도서 0 0 0 0 0 0 0 74 96 0 41 2 11 224

총  계 723 194 117 113 116 136 100 114 183 166 115 111 54 2,242

류 동문은 매년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적 및 계획을 

확인하며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7, 2018, 2020년에는 추가로 총 1,5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면서 기부 관련 도서 구입을 요청하였고, 기존 기금 산입 없이 당해 연도에 전액 집행하였다.

나.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구축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09년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https://you.snu.ac.kr/)

를 구축하였다. 해당 웹사이트는 ① 소개, ② 기부자 및 기금, ③ 기금으로 구입한 자료 목록, ④ 

Research Guides, ⑤ 기부관련 웹사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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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 기부자와 해당 

기금에 대한 안내문을 통한 기부자의 기부 목적,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구축된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 ‘기금으로 구입한 자료목록’에서는 모금, 자선 등과 관련하여 구입한 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도서들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명예교수의 추천 도서,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rophy 및 Council on Foundations, 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의 추천 도서 목록, 국내 사회복지학과 설치 대학도서관 도서 목록, 아름다운재단 기

부문화도서 목록, 국내·외 유수 출판사에서 발간한 기부 관련 도서 목록 등을 참고하여 구입하였다.

  그림 2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 기금으로 구입한 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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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Guides’에서는 기부 관련 주제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제별로 단행본,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학위논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 참조). 2009년 8개 분야로 시작하여 현재 14개 분야4로 분류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 연구의 흐름을 확인하며 다양한 주제 분야를 다룰 수 있도록 업데이

트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부 관련 웹사이트’에서는 국내외 기부 및 모금 관련 단체들의 웹사이

트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 Research Guides

이처럼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서는 기금으로 구입된 도서 및 비도서 자료

에 대한 전문적이며 학술적인 컬렉션을 구축하였으며, 연구자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 실무자, 모금 

담당자에게도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3.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컬렉션」 구축 경과

가. 도서관 발전기금 10억 원 출연

2021년 10월 류 동문과 박익서 여사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0억 원을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였

4 기부와 모금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General Overview, 유산 기부(Planned Giving), 고액 기부(Major Gift), 특정  

기간 동안의 거액 모금을 위한 Capital Campaign, 모금 마케팅, 기금 신청서 작성(Grant Proposal), 기부문화, 윤리와 종교, 

기부 및 모금 관련 연구, 비영리 단체 등(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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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억 원 중 9억 원은 기본재산으로 원금 보존 후 과실금(이자)으로 기부 관련 전문 자료를 구입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컬렉션」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한다. 

나. 기금 운영

류 동문이 두 차례에 걸쳐 출연한 총 13억 원의 기부금 중 2억 원은 단기 사업으로 원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11억 원은 계속(연간) 사업으로 원금 보존 후 [표 4]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계속(연간) 사업

으로 추진되는 11억 원에 대한 기금 총액 및 증가액은 [표 5]와 같다.

  표 4   기부금 추진 예산

기부연도 2008년 2021년 합계

기부액 총 3억 원 총 10억 원  13억 원

사업
내역

단기
- 1억 원 
·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도서 구입

- 1억 원
·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컬렉션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비용

2억 원 
(원금 사용)

계속
- 2억 원 
· 자료구입비(과실금(이자)의 70%)
· 기금 적립(과실금(이자)의 30%)

- 9억 원
· 자료구입비(과실금(이자)의 70%)
· 기금 적립(과실금(이자)의 30%)

11억 원 
(원금 보존)

  표 5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컬렉션」 기금 총액 및 증가 예상액

(단위: 원)

연도 기금 과실금
기금적립 

(30%)

자료구입 

배정액(70%)
집행액 잔액

5
이자율

2020 257,320,937 3,859,814 1,157,944 2,701,870 648,070 2,053,800 1.5%

2021 260,532,681 3,907,990 1,172,397 2,735,593 2,593,910 141,683 1.5%

2022 1,161,846,761 17,427,701 5,228,310 12,199,391 1.5%

2023 1,167,075,071 17,506,126 5,251,838 12,254,288 1.5%

2024 1,172,326,909 17,584,904 5,275,471 12,309,433 1.5%

2025 1,177,602,380 17,664,036 5,299,211 12,364,825 1.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류 동문이 10억 원의 기부금을 도서관 발전기금에 추가 출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연간 단행본 인쇄본 자료 구입 예산의 1%를 매칭펀드(Matching fund)6로 적용하여 

5 매년 잔액은 차년도 기금으로 추가 통합되어 기금 증가에 기여함.

6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 하는 기금, 또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

자하는 자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자금을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총칭하는 말이다(“매칭펀드”,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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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구입하기로 협약하였다. 매칭펀드 예산 중 70%는 기부 관련 자료를 구입하고 나머지 30%는 

SDGs7 또는 ESG8등 관련 분야 자료를 구입할 예정이다.

  표 6   연도별 매칭펀드 예상액 및 예상 구입 책수

(단위: 원/책)

연도
기부금 중앙도서관 매칭펀드

9
합계

금액 구입책수 금액 구입책수 금액 구입책수

2021 2,593,910 54 - - 2,593,910 54

2022 12,199,391 244 9,800,000 196 21,999,391 440

2023 12,254,288 245 9,800,000 196 22,054,288 441

2024 12,309,433 246 9,800,000 196 22,109,433 442

2025 12,364,825 247 9,800,000 196 22,164,825 443

 

  표 7   구입 자료 범위

구분 주제분야

기부금 - 사회적 기부, 자선, 비영리 단체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자료 구입

중앙도서관 
매칭펀드

70% - 사회적 기부, 자선, 비영리 단체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자료 구입

30%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최근 부각되는 기업의 ESG 관련 자료 구입 
- No Poverty(빈곤해결) 분야부터 UN SDGs 전문주제로 확대하여 자료 구입

다. 「류무종 가족 기부문화 컬렉션」 공간 조성

중앙도서관은 지난 13년간 꾸준히 이어 온 류 동문과 중앙도서관의 인연을 기념하고, 두 번째 기부

를 기리는 의미에서 온라인으로만 존재해 온 컬렉션을 물리적 공간에 조성하여 컬렉션의 의미를 제

고하고자 하였다.

1) 컬렉션 공간 선정 및 정비

컬렉션 공간 위치는 본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참고자료실 내 일부공간을 할애하

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치가 결정된 후 컬렉션 공간 확보를 위해 참고도서(R) 000~370번 대 자료 

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문화체육관광부, 2021. 5. 17.).

8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투자 의사 결정 시 ‘사회 

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함. 사회책임투자란 사회적·윤리적 가

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ESG”, n.d.). 

9 중앙도서관 매칭펀드 금액은 2021년 단행본 인쇄본 자료 구입 9.8억 원의 1%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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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권을 수원보존도서관으로 이전하고, 기존 서가는 철거하였다. 또한 창문 주변 벽과 라디에이터

도 페인트 도색 작업을 진행하여 정비하였다. 

2) 컬렉션 공간 설계

컬렉션 공간은 4개의 기둥을 따라 서가를 배치하여 독립된 공간의 아늑함과 여유로움을 살리고, 채

광을 확보하기 위해 창 측은 틔워두었다. 서가는 맞춤 서가를 제작 의뢰하여 4단 복식서가 24대, 4단 

단식서가 2대, 3단 단식서가 16대를 배치하였다. 기둥은 서가와 같은 부드러운 레드오크 컬러의 목

재로 마감하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기부자를 기리는 부조물을 부착하였다. 내부에

는 DVD열람존, PC검색존, 4인용 열람테이블 2대를 배치하였으며, 휠체어 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도

록 열람석 사이 통로를 넓게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실 입구 상부와 컬렉션 공간 천장에는 

컬렉션 명을 추가한 새로운 안내판을 제작하였다.

  그림 4   컬렉션 공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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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컬렉션 공간 서가 배치

  그림 6   컬렉션 안내판

3) 컬렉션 자료 재정리

그동안 컬렉션 자료는 자료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단행본자료실, 참고자료실, 관정미디어플렉스, 연속

간행물자료실 등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었다. 실물과 데이터를 모두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먼저 Alma

에서 ‘류무종 가족기부문화 컬렉션(You Family Philanthropy Collection)’서고를 생성하여 각 서고로 

나뉘어 있던 컬렉션 자료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청구기호에 별치기호 ‘류무종’을 추가하였다. 이후 각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던 실물자료 2,242점을 수거하여 청구기호를 다시 출력하여 부착하는 것으로 재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서가 설치 후 컬렉션 자료는 청구기호 순서로 배가하였으며, DVD는 케이

스만 배가하고 실물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열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제공하기로 하였다. 

4) 컬렉션 소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컬렉션 자료는 국내서 159권, 외국서 1,859권과 비도서 224점 등 총 

2,242점이다. 컬렉션 도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5개 분야는 비영리 단체(292

권), 자본조달(275권), 개인 자선활동(198권), 자원봉사 사업(110권), 장애인(94권), 조직 및 재무관

리(75권) 등이며 류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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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컬렉션 자료 류별 통계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언어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문학 역사 계

국내서 1 7 4 101 - - 35 2 6 3 159

외국서 38 51 68 1018 - 4 615 20 16 29 1,859

소  계 39 58 72 1,119 - 4 650 22 22 32 2,018

비도서 - 18 1 195 - - - - - 10 224

총  계 39 76 73 1,314 - 4 650 22 22 42 2,242

컬렉션 도서 가운데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5권을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Powell, Walter W. & Steinberg, Richard. 2006. The nonprofit sector. New Haven.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처음 등장한 비영리 부문은 점차 범위와 규

모가 커지고 있다. 이 책은 비영리 부문과 자선 활동의 역사부터 공공 영역의 정치, 거버넌스, 글로벌 

관점에서의 비영리 부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 Borzaga, Carlo & Defourny, Jacques.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1부에서는 EU 15개국의 국가별 사회적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2부에서는 동기부여 역할로서

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자본의 의미, 사회적 기업의 경영 과제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 Garber, Marjorie B. 2008. Patronizing the Arts. Princeton.

이 책에서는 메디치 가문에서 맥아더 재단에 이르기까지 예술가와 후원자 간의 역사를 살펴보고, 예

술에 대한 미국 정부, 기업의 후원 역사를 다루면서 이러한 후원이 미국의 현대 예술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예술과 과학의 학제 간 협력 가능성 등을 제시하면서 예술과 대학 모두 발전

하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비영리 재단만이 아닌 대학 차원의 예술 후원 증가를 촉구하고 있다.  

◎ Poister, Theodore H. 2003. Measuring Performance i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an Francisco.

이 책은 공공 및 비영리 조직의 성과관리 및 측정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내

용을 다루고 있다. 성과측정에 대한 정의부터 조직의 효과적인 성과 관리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개발, 

목표 설정, 성과지표 정의, 성과 정보 분석, 성과 측정 방법론, 예산 책정, 프로그램 및 조직관리 등 

다양한 의사결정 영역에서 필요한 원칙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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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필. 2005. 『NGO』. 서울.

국내 NGO학 연구 1세대로 불리는 저자가 NGO가 포괄하는 이슈 전반을 다루기 위해 기획한 ‘NGO 

핵심개념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NGO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NGO의 정의, 발생 원

인, 역할, 현대적 함의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4. 나가며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지만 국가 규모와 비교했을 때 기부 참여도는 아직 낮

은 편으로 보인다(박기범, 2019. 5. 16.).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일상 속에 기부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모금 기관의 투명한 모금·집행 과정 공개, 부유층과 기

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숙과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 컬렉션은 

첫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부자와 기관 간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첫 번째 기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했던 영구기금 운영 방식을 활용하면서, 지

속적으로 기금이 증가하고, 더 많은 장서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투명한 기금 관리와 컬렉션 운영

은 기부자가 우리 기관을 신뢰하는 초석이 되었고, 이는 2021년 두 번째 거액 기부로 이어졌다. 이번 

컬렉션 조성 과정은 그동안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잘 키워온 ‘류무종가족 기부문화 데이터베이스’라

는 나무를 ‘류무종가족 기부문화 컬렉션’이라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 옮겨 심는 과정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실하게 본업에 임해주신 모든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서울

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컬렉션 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전문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컬렉션의 내실을 다

지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최초 대학도서관 기부문화 센터이자 기부 관련 연구의 중심지로 자

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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