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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따y)에서 6개월간의 연수 기회를 가졌다. 

연수기간 중 엔칭도서관에서의 역할은 한국학 비도서 자료와 관련된 업무 지원으로/ 

구체적 수행 업무 내용으로는 한국학과 관련된 DVD 와 Video 자료의 정리업무를 담당하 

였다. 이와 함께/ 복잡한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조직과 시스템 지원 조직 및 자료의 보존 

도서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었고l 가까운 거리의 MIT, 예일y 프린스턴 대학 

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 외 하버드 대학 내에 Windner Library, Larmont 

Libr따y， Fine Art Library, Medical Library, Law School Library 와 같은 하버 드 대 학 내 

주요 도서관의 방문을 통한 하버드 대학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연수 기간동안 하버 

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도서관 회의(CEA니 및 워싱턴에서 열린 ALA 에 참석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북미 지역 대학의 한국학 자료를 정리 업무 흐름과 현재 변동하는 

목록 업무를 파악하고， 엔칭 도서관과 연관된 하버드 대학 도서관 조직에 대한 사항을 정 

리하여 보고/ 또한 하버드 대학의 및 프린스턴 대학의 보존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을 기술 

하고자 한다. 

II. 하버드 대학 도서관 개요 

1. 하버드 대학 개요 

• 설립 1636 년 

• 교수 : non-medical faculty - 2497 명 

medical faculty - 10 ,674 명 

• 학생 : 학부생 - 6,715 명 

대학원 - 12 ,424 명 

Extension - 975 명 

겨1 - 20 ,042 명 

아시아계 학생 : 11.9 % (2 ,395) 

• Harvard University President : Drew Faust 

• University income : 회계연도 2006년 $ 3 bi 11 ion 

• University expenses : 회계언도 2006년 $ 3 bi 11 ion 

• Endowment : 2007년 $ 34.9 b i 1 1 i on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1636년 설립) 일류 고둥교육기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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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고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에 있다. 하버드대학교의 역사는 뉴타운(그뒤 몇몇 식 

민통치자들의 모교 이름을 따서 케임브리지로 개칭)에 설립된 하나의 대학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최초의 수업은 1638년 여름에 운동장이 딸린 목조가옥 한 채에서 단 한 사람의 교 

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버드라는 이름은 책과 재산의 절반을 대학에 기증한 당시 청교 

도교회 목사 존 하버드의 이름을 본뜬 것이었다. 19세기 초 신학대학 · 법과대학 • 의과대 

학이 개설되었다. 

현재 하버드 대학은 4년제 학부와 인문과학 대학원을 비롯하여 경영/ 치과 I 디자인I 

의학/ 신학I 교육I 법학， 행정l 보건정책 둥 10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서 

관과 컴퓨터 센터， 체육관과 기숙사 둥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2. 하버드 대학 도서관 주요 조직 

하버드 내의 도서관의 수는 대략 90개 이상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처럼 중앙도서관 

과 분관도서관 그 외 학과 및 자료실 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도서관은 

자체 예산이나 도서관이 속해있는 기관의 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행정적으로도 독립적이 

다. 그러므로 하버드의 중앙도서관이 어디냐 라는 질문에 사서들은 중앙도서관의 개념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도서관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조직하는데 

있어서 중복적인 투자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 중 

하나가 Harvard University Library 이다. 또한 인문/예술 계통의 도서관들의 연합 조직 

인 H따vard Colleage Library 가 있다. 이 두 기구는 하버드 엔칭 도서관과 연계된 조직들 

이다. 

2.1 H따vard U띠versiη Libr때 (HUL) 

하버드 대학 내의 80개 이상의 독립적인 도서관에 중앙 집중식 운영이 필요한 기능을 

위한 기구로 도서관 시스댐， HD, 교육 및 디지털 프로젝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 H없vard Depository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공동 자료 보존 도서관.1986년 개관 이래로 계속 추가되어 현 

재는 157R 의 중요 Storage Unit 로 구성 되 어 있음 

’ Harv따d김00힘e Pr이ect 

하버드 대학 도서관 내의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장서틀에 대하여 디지털화 하여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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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이용자들이 수백만의 저작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 프로젝트. 

’ H따vard University Archives 

하버드 대학 기록 관리실 

~ Libr따Y Digi떠1 lnitiative 

논단 / 자료 

1998년 대학 내의 디지털 정보 ( 디지털 도서관 자료의 수서I 조직l 대출 및 기록 동 

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l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에게 도움을 주 

는 조직을 구성하여 제공/ 폭넓은 기술이나 디지럴 자료에 대한 경험을 사서나 직원 

에게 교육하는 것 둥)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 αfice for Information 5ystems 

하버드 대학 내의 연구 자료와 자원들의 유용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안정 

적이면서도 개선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직 

~ Open Collections Progr없n 

2002년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 내의 도서관I 기록관 및 박물관의 역사적 자료를 온라 

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관련된 역사적 주제에 대한 교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 

램 .2004년 의 Open Collection : "Women Working, 1800-1930", "Immigration to the 

United 5tates, 1789-1930" 

~ Weissman Preservation Center 

HCL(Harvard C이leage Library)내의 Conservation & Image Service 와 연계. 도서 

관이나 기타 다른 기관의 문화적 유물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법에 관한 교육이나 실 

제 복원을 하는 기관 

2.2 Office for Information 5ystems (015) 

HUL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 도서관 중의 하나이고 하버드 대학 내의 디지털 자 

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그 산하 조직인 015(Office for 

Information 5ystems)는 연구 자료와 자원들의 유용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연구 

를 지원하는 안정적이면서 개선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구이다. 

015 는 사서r 큐레이터l 테크놀로지 스랩 둥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하버드 직원과 위 

원회들로 구성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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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nfrastructure 2006 

Slorage and A ccess 
Managemnel 

• Olgital Repository Servoce(ORS) 
• Name Resolution Service (NRS) 
• Access Management Service (AMS) 

Harvard Libraries web site 
HOLLlS OPAC 
E-Research 
VIA (visual material) 
。ASIS (archival finding àì 

Delivery Services 

• Asynchronous Oelivery Service (AOS) 
• Image Oelivery Service (IOS) 
• Page Oelivery Service (POS) 
• Streamlnc Oelivery Service (SOS) 

Ful l-text Search Servlce (FTS) 
Virtual Coliectlons 
(Portal , Catalogs , Searching) 
Oiscovery 

<그림 1> 하버드 도서관 관련 시스템 

2.3 Harvard College Libr따Y (HCL) 

하버드 대학 도서관은 15백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다. 그중 예술/과학 분야 

(Faculty of Arts and Science-FAS)의 Haπard C이lege Library 는 10만권 이상의 장서를 

소유하고 있다. HCL에는 Cabot science, Fine Arts Libr따y， Fung Library, 
H값vard-Yenching， Houghton, Lamont, Littauer, Loeb Music, Qual, Tozzer, Widener 

libraη， Harvard Map Collection 과 Government Docurnents / Microforms 둥 17개 도서 

관이 속해 있다. 

HCL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O 커 뮤니 케 이 션 (Cornmunication) 

- Extemal Cornmunication : 도서관 서비스l 프로그램I 성과l 요구 및 직원에 대한 정보 

를 외부에 제공한다.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브로셔를 만들고 로고를 디자인 

하는 둥 HCL의 전반적인 대중 홍보의 역할을 담당하다. 

- Intemal Cornmunication : 직원들에게 도서관 업무 및 개인적 사항/ 다른 직원 동향 

동 직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o Development : 펀드레이정과 HCL과 HUL의 외부 관련 프로그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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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inancial Services : HCL의 재 정 적 업 무를 담당 

o Human Resource Services : HCL 직원 및 관리자에게 직원 능력 개발 및 교육을 관 

리한다. 

o Information Te따1이엠r Seπices : HCL 의 IT 관련 자원들을 관리한다. (Network 

& Server 관리， 시스댐 분석 및 개발l 컴퓨터 유지 보수 둥) 

o Preservation & Ima맹19: HUL 의 Weissman Preservation Center 와 연계 하여 하버 

드 대학 내의 자료 보존 및 복원l 메타데이터 생성 둥의 업무를 담당한다. 

3. 하버드 엔청 도서관 

하버드 엔칭 연구소는 발명가 

이자 미국 알루미늄 제조회사 

(Alcoa)의 창시자였던 찰스마틴흘 

(αlarles M. Ha11)의 유산을 기 반으 

로 1928년에 설립되었으며I 그의 

뜻에 따라 비영리 단체로서 아시아 

고등 교육에l 특히 문화에 중점을 

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발전에 기 

여하고 있다. 하버드.엔청 연구소는 

하버드 대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 
<그림 2> 하버드 엔칭 도서관 전경 

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버드 대학 

교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본 연구소는 

1928년 하버드대학교에 하버드-엔청 도서관을 설립했으며I 도서관의 자료 수집에 있어 가 

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아시아와 관련된 인문학 연구를 위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다. 

실제 1928년에 설립되었으나 장서는 1879년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중국학이 정규과 

정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재정은 하버드 엔칭 연구소로부터 지원받으며 Dr. 

αúu 의 전문적인 서지 정보와 북경에 있는 엔칭대학도서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 

Collection은 1951년에 시작되었고/ 베트남은 1973년에 추가되었다 1965년 

다linese-Japanese Library of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를 H따vard-Yenching Library 

로 바꾸었다. 

도서관 운영은 Harvard-Yenching Institute에서 1976년 H따vard C이lege Libr따y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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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되었다. 

3.1 장서 구성 

하버드 엔칭 도서관의 장서는 약 100만권 이상이다. 장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하버드 엔청 도서관 장서 구성 

• 다따lese 659,000 • Tibetan 4,300 

• Japanese 296,000 • Manchu 3,500 

• Korean 129,000 • Mong'이ian 500 

• Vietnamese 15,000 • Periodicals and journals 6,700 종 

• Westem L뻐망lages 47,000 • microfilm or microfiche 108,000 

장서수로 하버 드 내 에 서 Widener Library, H값vard Law School Library 에 이 어 3번 

째이다. 대부분의 장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λh 언어 문학I 철학 종교I 예술l 현대 및 동 

시대의 사회과학에 해당되는 문헌이다. 이중 특정적인 장서는 수백 권의 일본 불교 희귀 

본 및 한국 족보/문고I 초기 베트남 신문 둥이 있다. 현재 한국 족보 및 문고 도서는 국립 

중앙도서관과 디지럴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ill. 엔칭 도서관 한국학 자료의 구입 및 정리 

1. 한국학 자료 (Korean Collectïon) 

1951년에 설립되었고 단행본 120,000 권I 연속간행물 920 종 그리고 6,000 이상의 마 

이크로 필름으로 현재 미국의 최대의 한국학 연구 장서를 보관하고 있다. 

2 한국학 자료의 정리업무 

도서관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목록 시스템으로는 OCLC와 RLIN 시스템이며 자체 

도서관 시스댐은 Aleph 시스렘을 사용한다. 보통 연속간행물은 RLIN 시스템에서 데이터 

를 검색하고 그 외에는 OCLC 데이터를 이용하여 Copy Catalo밍ng을 한다 .. 현재 O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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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림 3> 하버드 엔칭의 단행본 정리 업무 흐름도 

와 RLIN 시스템이 통합되었으나 아직 과도기적인 시기이므로 여전히 RLIN 시스템을 사 

용하고 었다. 

2.1 정리업무의 변화 

2.1.1 OCLC24) 와 RLIN25) 통합26) 

24) OCLC : 전세계 109개 나라의 54，000여개의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서지정보，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대학 및 도서관의 연합으로 1967년 시작하였으며 

Connexion(공동목록 프로그램)， ILLiad(상호대차 프로그램)， WorldCat(종합목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Open W orldCat, FictionFinder등의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25) RLG : 150여개의 미국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박물관 및 각종 연구소 회원을 중심으로 연구와 학 

습을 지원하는 비 영리기관이다. NYPL, Columbia Univ, Yale Univ, Harvard Univ.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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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RLG와 OCLC가 합병함으로서 두 기관의 대표적 데이터베이스도 통합되 

었다. RLG 의 공동목록인 RLIN이 OCLC의 Connexion에 흡수되면서 현재 계속적인 데이 

터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RLG는 비영어권 자료 목록화의 선구자이며 선도자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이미 1980 

년대에 CJK 자료에 대한 목록화를 필두로， 1990년도에는 Syrillic, Hebrew, Arabic 언어자 

료로까지 목록을 확대하였다.1 이는 OCLC에 대단히 앞선 것이며， Z39.50 연계를 서지레코 

드 뿐만 아니라 전거레코드까지 확장한 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의 

RedLightGreen 프로젝트의 경우 FRBR 기술이 이용자 인터페이스에까지 이용될 수 있음 

을 증명해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고문서나 매뉴스크립트를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는 기관 

들로써는 서지레코드나 필드의 길이I 필수 태그 및 필드 수 동에 보다 유연한 RLIN의 규 

칙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외에도 RLIN과 0αC WorldCat의 결정적인 차이는 두 

시스댐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코드 클러스터의 활용에 있었다.OCLC의 경우/ 단일한 레코 

드로 전체에 적용하는 것 ( one-size-fits-all)을 원칙으로 삼은 반면， RLIN에서는 회원 도서 

관이 업로드한 모든 레코드를 활용할 수 있었다. 즉 OCLC에서는 마스터 레코드에 분류나 

주제명 표목과 같은 특정 필드가 누락되어 있으면 그 누락사항을 채워 넣는 일은 모두 로 

컬 사서의 몫이었다. 즉 마스터 레코드는 OLCL 종합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남아있 

으되 로컬데이터베이스에서만이 사서들의 작업으로 완전한 레코드를 만들어 제공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RLIN의 경우 마스터 레코드가 비록 특정정보를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회 

원도서관에서는 즉시 다른 회원도서관의 소장 레코드를 검색하여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 사서들은 OCLC에 지속적으로 RLIN 시스댐의 장점을 

유지하여 통합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협의 중이다. 

2.1.2 한국 자료 입력의 변화 

현재까지 OCLC에서 입력되는 한국 자료는 공백없이 모든 자료의 정보를 입력하고 

를 중심으로 1974년 설립되었다. RLIN(공동목록 프로그램)， SHRES(상호대차 프로그램)， 

Eureaka(종합목록) 등을 개발 지원하고 있었으며， 최근 이용자 중심의 연구지원 모델개발을 위하 

여 RedLightGreen이라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었다. 
26) RLG 및 OCLC 이사회는 2006년 7월 1일 합병을 시작했다.RLG 이사회는 회원기관에게 OCLC 

와의 합병에 대한 결정을 숭인받았으며 이는 회원기관 전체의 2/3의 투표에 근거한 것이었다. 여 

기에는 RLG 서비스의 존속 여부 및 OCLC단위 서비스로의 RLG 위상 재정립도 포함되었고 두 
기관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전 세계 회원기관에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기관이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이다. RLG 
종합목록은 OCLC Worldcat.에 흡수되고 Eureka데이터베이스로 FirstSearch에 흡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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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글 서명의 OCLC 입력 예제 

있었다. 예를 들면 “농엽은 경영이다" 이라는 서명을 가진 자료를 OCLC에 입력할 경우 

“농업은경영이다”로 입력하고 있다. 또한 RLIN 시스템의 경우 명사와 조사는 'space'로 
입력하여 검색시스템에 적용하므로 “농업니은니경영 u 이다” 로 입력하고 있다. 이에 

OCLC와 RLIN이 통합되어 한국 자료의 입력기준이 바뀌어야만 하므로 지금 현재 Korean 

Cornmittee 에서는 3가지 안건으로 의견을 통합하고 있다. 
1) 기존 OCLC 와 같이 space를 두지 않는 방법I 

2) RLIN 과 같이 모든 조사와 명사는 Space로 두는 방법 
3) 자료에 나와 있는 데로 입력하는 방법. 

하지만 기존의 입력 관행과 각자 시스댐의 검색시스템과 연계되어 올해 의견 통합을 

이루기에는 쉽지 않을 듯 하다. 

2.2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 

위의 그림을 보면 한글자료의 기본 서지 입력은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우선으로 하 

고 최근에야 한글도 같이 표현될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동안 로마자 표기법은 북미 한국 

자료 정리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현재 북미의 한국 자료 목록은 기본적으로 

MaCune-Reischauer System을 기본으로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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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KERIS, 국립중앙도서관 포함) 로마자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 또한 맥 

켄라이셔 로마자표기법은 국내 표준 로마자 표기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므로 데이터의 

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은 멕켄라이셔와 국내 표준 로마자 표기법에 대 

한 비교이다. 

2.2.1 MaCune-Reischauer System (1939 년) 

이 표기법은 당시 H값vard 대학의 지리학도인 Georage McCune과 정치학도인 

Edwin O. Reischauer 가 한국 관련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통일체제가 없어 총일 표 

기 방안을 찾고자 한국의 언어학자I 음성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학술용으로 학자들이 사용 

할만한 표기법을 1937년 고안하였다. 두 사람 모두 선교사의 아들로서， McCune은 서울에 

서 태어나 연희전문의 최현배 선생과 정인섭 선생에게 한글을 익혔고， Reischauer는 동경 

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동경대I 북경대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언어를 익힌바 있다. 이 표기 

법은 그간에 만들어진 자모음 표기 방식을 웅용하여 만든 것으로 음운적표기(phonetic 

writing)를 원칙으로 하는1 발음을 중시하는 원음주의 우선표기의 전사법방식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일찍이 미국 W없. Department에서 채택l 국무성 발행의 

지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왔고l 미군정시대I 한국전쟁 중 각종 공식문서에서 널리 사 

용되어 공식화되었고/ 다름 외국기관들도 이 방식을 따르게 되면서 로마자 표기의 표준안 

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영미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학술 연구기관f 국제기 

구 및 도서관에서는 이를 공식 기술 안으로 채택하여 목록작성 둥 각종 서지작업의 표준 

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 극 II [二 E u: 님 rr BB x ;ξ M /、 J，J.、 õ 。 [• 근 口

자음 

k k ’ 따〈 t t ’ tt p p ’ pp ch ch’ tch s 55 h ng n r/l m 

• L T H -11 괴 ￥ _jJ_ π 벼 ~1 과 T1 껴 내 레 -1 

모음 

a 6 0 u u 1 ae e oe ya yð yo yu yae ye 찌Ta wð wl wae we ul 

2.3.2 국어 의 로마자 표기 법 (200이 

2000년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은 국어의 표준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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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글 단어는 글자와 발음 

이 차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I표준발음법I에 따라 적는 표음법을 원칙으로 한 것이 

다. 

‘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저111항: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2항: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제2장 표기 일랍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 ~ ...L -r •| TI 
a eo 0 u eu ae 

~I 
e oe WI 

2. 이중모음 

.ll. TT ~I 놔 내 T~ 뇌|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나I는 ’ 1 '로 소리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 " =격 c 

g ,k kk k d,t 
2. 파찰음 

^ 'AA jξ 

JJ ch 
3. 마찰음 

Jι M 흩 

s ss h 
4. 비음 

L... I그 o 

n m ng 
5. 유음 

2 

1, r 

cc 

tt 

E등 t:::I tItI n: 

b,p pp p 

현재 정부의 표준 로마자 표기 방식인 문화관광부 (2000) 표기법은 도서관 사회에서 

대부분 이용자들은 아직 익숙하지 못한 방식인 반면에I 국제적으로 학계 및 도서관 이용 

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표기는 맥켄라이셔(McCune-Reischauer) 표기방식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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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글 로마자 표준이 전환되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도서관계에 

그동안 변환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논의 되었어도 이를 구체화시키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목록자들에게는 그동안 한글의 로마자 문제는 그리 관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한글 내 독자를 위한 한국어자료에 대한 저록은 한글로 표기하였고/ 서양언어자 

료의 저록은 그 자료에 쓰인 로마자로 직접 기입하여 로마자의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이원 

적 자모순 배열법을 적용하여 번자의 필요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글과 로마자가 

배열어 문자로 병용되어 보통 한글의 자모음이 먼저 검색되고 로마자가 다음에 검색되도 

록 순위를 정하여왔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한국의 인명이나 지명 둥 고유명사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때는 세계 

에서 가장 실용성이 넓은 로마자로 표기해서 나타내어 왔다. 

다음은 로마자로 목록 업무를 할 때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방식 간 상이한 점을 비 

교한 내용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 경우를 토대로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기 

방식에 큰 차이가 나타나면 검색 접근점 (Access Point)이 달라지게 되므로 표기법의 전환 

문제는 목록계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O 너 亡 tl Ã'를 모음 앞에서 'g d b j'로 통일함에 따라 표기가 다르다. 

M-R식 문화부식 

‘:δ71-;「ζ kwangju gw없19]U 

김포 kimp'o glmpo 

김치 kimch ’i gimchi 

학문 hangmun hangmun 

o --l - 는 로마자 외의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각각 0, u에서 eO，eu로 

바핍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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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식 문화부식 

저Q 서 '-'- Chongsun Jeongseon 

SI1Lλ 。J Umsong Eumseong 

여의도 Youido Yeoeuido 

특파원 T ’ukp ’awon Teokpaweon 

。^ 은 s 로 통일되면서 상이한 표기를 하게 되었다. 

M-R식 문화부식 

신설동 Shinsol-dong Sinseol-dong 

신세계 Shinsegye Sinsegye 

신식 Shinshik Sinsik 

신혼 Shi따lon Sinhon 

3.4 북미의 한국 자료 목록과 한국 내 목록 데이터 활용 

현재 북미 한국 자료 목록의 흐름은 OCLC에서 다운받는 Copy Cataloging 과 

Ori밍nal Cataloging 으로 나눠지고 있다. 최근에 KERIS에서 KERIS 종합목록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y 아직 데이터의 활용은 미비한 수준 

이다. 또한 수서 MARC 데이터를 LC에서는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엔칭 도서관에서는 준 

비 중이다. 만약 국내에서 입력된 목록데이터를 해외 한국학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 데이터 이용에 있어 충분히 효과적이다. 이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추 

진 중인 KERIS 데이터나 수서 MARC도 그 방안의 한가지 이지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OCLC 데이터의 활용이다. 현재 국내 어느 도서관도 OCLC 의 회원도서관이 아니다. 그러 

므로 KERIS에서 제공하는 OCLC의 데이터를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Participant level 

2끼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만약 국내의 어느 도서관이든 OCLC 의 Members 혹은 

27) OCLC Paticipation Level 
1. Govering Members : Govering Member는 WorldCat에 모든 목록 데이터와 소장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Wor1dCat을 이용하는 전계계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OCLC로부터 

service credit을 받는다. 또한 OCLC Members. Council에 참여할수 있다. 
2. Members : Members는 OCLC에 자원을 함께 사용할수 있는 회원이다. Wor1dCat에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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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ing members의 일원으로 데이터를 Upload 한다면 국내 처음의 OCLC upload 기 

관과 동시에 해외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0αC에 회원 도서관이 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1)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 : 해외 도서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맥켄라이셔로 로마자표기 

법을 통일하고 있고， 국내의 로마자 표기법은 문화부 2000년이 기본이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 도서관에서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는 도서관이 없다. 

2) 데이터의 수준 : 현재 국내에서는 해외 도서관의 목록 데이터 수준으로 자료를 정 

리하는 기관은 없다. 완전수준은 주제명 표목표에 의한 해당 자료의 주제명까지 입력하는 

수준을 말하는데 국내의 정리는 주제명을 입력하는 기관이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2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개발하여 2003년부터 부여하고 있지만 기타 다른 

기관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현재 OCLC에서는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목록 데이터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키고 있고 데이터의 수준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처음으로 OCLC 회원이 되는 기관은 데이터의 질적 요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N. 공동 보존 서고 운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학도서관의 자료규모에 비하여 도서관 시설 및 공간은 부족 

하다. 한정된 공간을 갖는 도서관 내에서 소장 자료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I 이용자가 적 

절히 자료를 열람 및 활용하고 다양한 관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잠식 할 수밖에 없 

다. 더욱이 도서관 시설과 공간의 편의성과 안락성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또한 증대하면 

서I 자료 규모에 비례하여 서가 공간을 확대시키고l 결과적으로 다른 용도의 공간을 전용 

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 

이 소요되는 도서관의 신축이나 개축이 쉽게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 방안은 불 

용 및 저 이용 자료의 폐기I 이관 둥으로 기존 시설 내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개별 

도서관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갖는 여러 도서관이 함께 이관된 자료의 공동 

현재 목록 모두를 제공할 펼요는 없다. 

3. Participants : 단지 OCLC product 와 서비스를 사용만 할 수 있는 회원이다 현재 국내의 
모든 도서관은 Participant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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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비용 효과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미 구미 지역의 

주요한 대학 도서관들은 공동 보존은 논해왔고 여러 가지 시도를 꾸준히 해오고 었다. 공 

동 보존 도서관운영은 미국의 Harvard Depository, P ASCAL, ReCAP, FCLD 둥이 주요 

기관으로 소개되어 지고 있다. 

1. 공동 보존 서고의 개념과 용어 

공동 보존서고라는 개념은 보존서고라는 일반적 시설 개념과 복수 도서관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추구하는 협력 기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보존서고는 장서의 소장과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도서관의 공간부족 현상 

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낮은 자료를 지리적으로 떨어진 별도의 건물인 서고에 이관함으로 

써 이용자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 

로 필요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개별 도서관들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I 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재정I 인적자원 동의 측면에서 볼 때 지리적으로 근접한 도서 

관들이 공동으로 이를 구축 및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적합함을 인식하면서， 여러 도서관 

의 공동의 이해와 목표가 반영된 공동 보존 서고라는 개념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공동보폰서고의 필요성 

0 인쇄매체의 자료는 대학도서관의 수용능력 이상으로 계속 증대하고 었다. 

0 전통적인 완전한 서비스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공간보다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 

영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실내 장식은 물론 외형에 대한 장식이 별로 필요 없고l 더 

적은 수의 직원I 더 낮은 부동산 가격 및 간접비용 둥으로도 충분하고I 비싼 시설들 

은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0 자료를 이용자 공간까지 확대하지 않고도l 새로운 교수， 학습 및 컴퓨터 환경에 딸라 

새로이 요구가 증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0 개가식 소장 장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서가공간의 75%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하여 보존서고에서는 서가공간의 100%를 사용할 수 있다. 

0 일정공간의 최대 사용이 가능하다. 

O 저장된 자료는 이용 빈도가 낮은 것들이다. 따라서 캠퍼스 내 대학도서관 공간에서 

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요구빈도와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들만을 소장하 

고 서비스할 수 있다. 

0 환경이 통제된 자료는 이용자의 편의성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특정 수준의 보존성을 

139 -



도서관보 제 130호 

가진다. 즉， 빈번히 이용되는 도서관 시설에 보관된 자료보다 자료의 수명이 7-10배 

연장될 수 있다. 

0 전통적 대학도서관 환경보다 훨씬 보안성이 높다. 

0 대부분의 저장시설들은 계속해서 증축 혹은 개축되는 대학도서관보다 훨씬 계획이 

잘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O 다른 공유 서비스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들어l 냉각건조I 보존I 재해 

대비l 전문가의 목록생성 둥을 포함하는 정리서비스l 디지훨스캐닝I 목차스캐닝 둥. 

공동보존 서고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미국 둥지의 주요한 도서관들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전에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I 하버드 대학을 필두로 하여 여 

러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후은 여러 대학들의 컨소시엄 혹은 협력 형태로 실제로 시설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H값vard Depository 와 프린스턴의 ReCAP를 소개하고자 
한다. 

3. H따vard 대학 보존 서고 운영 (HD) 

Harvard Depository(HD)는 부가적 인 자료 보존을 위 한 

도서관으로서 157R 의 ‘주요 보존 유니트(unit) 구성되 어 있으 

며 175,500 평방피트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가길이는 

3백만 피트이다. 

첫 번째 H따vard Depository(HD) 보존 도서 관 모률은 

1986년에 개관하였고， 1991년에 두 번째 모률이 추가로 운영 

되었다.1995년 세번째， 1996년에 네번째 모률이 완성되고 계 

속적인 추가 모률로 지금의 보존도서관이 완성되었다. 

<그림5> HD 서고 H값vard Depository 의 가장 우선적인 서비스는 대학 

도서관I 기록 동의 저장과 검색이다. Depository는 항시적인 

높은 수준의 물리적 제어와 환경적인 보호 그리고 장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0 온도 조절 저장 환경 

(Climate-controlled Storage 맘lVironment) 

H따vard Depository 는 도서와 종이자료를 위한 보존 환경을 제공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Depository' s 보존 환경은 종이자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또한 다른 미 

디어들 Motion Picture Film, Microforms, Magnetic Tapes 둥도 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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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보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들이다. 

• 보존 상태에 대한 온도 조절 시스템 모니터 

• 6개의 주요 저장 모률의 항온 항습 은 50 F 와 30 % RH이다 . 

• 50 F 와 25% RH 로 맞춰진 분리된 필름 저장고 

• UV-보호: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위한 형광동 시설 

0 매 체 저 장 및 트레 킹 (Media Storage and Tracking) 

Harvard Depository(HD) 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고밀 

도 보존 설비 이 다 Depository에서 

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저장 

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트레킹을 

제공한다. 

@ 보존을 위 해 Depository에 

들어오는 자료는 사이즈로 측정되 

어 분류되고I 적용된 사이즈의 선 

반위로 저장된다. 도서의 분류는 

주제나 저자가 아닌 각 도서의 물 

리적 사이즈를 의미한다. 

<그림 6> H따vard Depositoη 

@ 조정 가능한 선반 : 각 선반은 보관될 자료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유연 

성은 전형적인 도서관 서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간 낭비의 문제를 피하기위해서 운영된 

시스템이다. 

@ Depository 클라이언트는 바코드 라벨을 첨부하여야 한다. 

@ 바코드정보는 포터블 스캐너/ 핸드 스캐너y 및 레이져 스캐닝로 기록할 수 있다. 

바코드 데이터는 유일하고 저장된 자료의 소장위치 구별에 사용된다. 

0 매 체 의 접 근 및 검 색 ( Media Access and Retrieval ) 

Depository는 일반이용자를 위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저장된 자료에 대한 접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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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ory 직 원만으로 제 한 

되어 있다. 

Depository에 저 장된 자 

료는 HOLLIS(H따vard's 

Onlinke Library Cat떠o잉를 

통해서 검색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의 자료는 HOLLIS를 통 

해서 검색되지 않을 수도 있 

다. 이 는 Depository' s on1ine 

Meda Retrieval Request 

Form을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Form은 Online 

<그림 7> HOLLIS의 소장위치 田 Form page에서 작성할 수 있 

다 Non-HOLLIS 는 

Depository 자료의 영수증을 위한 검색 요구와 사인을 할 수 있는 담당자에 의해서 제한 

된다. 

다음은 Harvard Depository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년 동안의 비용을 예로 작성한 

것이다. 

< Annual Costs for Managed Storage at H없vard Depository > 

#BS 
Format Quantity F28) 

$unit cost Total 

Text books 2,202 vols 176 3.91jBSF $688 

35mm microfile 596 reels 43 9.85jBSF $424 

Photo 
35mm color negative 3,000 images 0.5 !’ $5 

s 
4*5 color tr없lSparency 1,200 images 2 ” $20 

Audio 1j4" tape 40 hours 1 3.91jBSF $4 

Movi 

ng 
Motion picture film 20 hours 1 9.85jBSF $10 

lmag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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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린스턴 대학 보존 서고 운영 

o ReCAP : The 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뉴저지주의 플레인스보로(민빠lSbor이에 위치한 고밀도 공동보존서고인 연구도서관 

컬 렉 션 및 보존 컨소시 엄 (Research 다br값y Collection and Preservation Consortium 은 

프린스턴대학의 포리스털 캠퍼스(Forres떠1 Campus)에 자리 잡고 있다. ReCAP은 컬럼비 

아 대학I 뉴욕공공도서관 및 프린스턴 대학 세 대규모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 

영하는 시설로서I 고밀도 서가배치 및 통제된 보존환경/ 이용자를 위한 손쉽고 확실한 인 

벤토리와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ReCAP은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공유하는 시설이라는 변에서l 또한 사립기관인 

두 대학과 공공기관인 뉴욕공공도서관이 공유하는 시설이라는 변에서 매우 독보적인 특 

성을 갖는다고도 할수 있다. 

<그림 8 > ReCAP의 전경 

물리적 시설 : ReCAP의 계획은 1999년 2월에 시작되었고/ 세 개의 창고모률과 필름 

자료용 냉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l 초기의 저장용량은 700만 권이지만， 2，750만권까지 수 

용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ReCAP의 초기 단계는 자료 저장용 세 개의 별도 모률 작업실 

영역 및 사무실 영역으로 구성되었고l 전체 건물 면적은 84,296 평방피트에 이른다. 고밀 

도 선반 모률은 대략 길이는 6.3미터 (210피트)， 너비는 2.1 미터 (70 피트)， 높이는 11.4미터 

(38 피트)의 크기이다. 네 번째 모률은 2005년에 완성되었으며， 필요하면 서가 모률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설은 궁극적으로 218,820 평방피트의 저장 공간을 갖도록 

28) HD 저장고는 BSF(billable squ따e foot) 당 두가지 비용이 적용되 고 있다 BSF는 
12“ *12"*9“의 저장단위를 말한다. 하나의 BSF의 년간 비용이 $3.91는 일반적인 온도 

조절 저장고(50 F , 35%) 이고 $9.85 는 필름 온도 조절 저장고(50 F ,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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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될 수 있다. 

ReCAP의 환경은 인쇄자료 중심이며I 민감한 매체형태로 된 저 이용 자료들의 서가배 

치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고， 최소한의 평면영역(f1oor area)에 최대한의 자료를 저장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개별 자료들은 크기별로 분류되어l 상단부가 개방된 상자에 :보관된다. 

ReCAP에서는 각 도서관들이 이관하는 자료가 이미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l 서가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도착해야 한다. 

ReCAP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접근은 오직 바코드 식별로만 이루어지므로l 다른 방법 

으로 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레코드는 소유권을 가진 도서관이 생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자료는 너비와 높이를 모두 고려한 크기별로 분류되고/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 

해 산성제거 판지 정리함에 저장된다. 상자는 최대한 저장밀도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크기의 선반에 배치되는데I 모두 16종류의 규격이 다른 상자들이 사용된다. 자료들은 청구 

기호 순이 아니라/ 크기에 따라 배가된다. 이는 단행본 컬렉션에서도l 각 책의 주제나 저 

자가 아닌 물리적 크기에 따라 배가됨을 의미한다. 

O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 소장자료는 인쇄자료 중심이기는 하지만y 단행본/ 고문서 

/다카이브/ 정기간행물/ 마이크로폼/ 신문I 기타 특수콜렉션/ 실물자료(Realia)， 필름네커티 

브 동 매우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포함하고 있다. 

0 자료의 소유권 : ReCAP은 세 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의 공간을 소유할 뿐I 공동소 

유권 혹은 공동장서개발과 같은 자원공유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l 각기 이관한 

자료의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현재 ReCAP은 전적으로 위탁자료의 창고 혹은 수장고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0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 ReCAP 소장 컬래션을 위해서 공동보존서고 목록을 유지 

하고 있지 않다. 각 도서관이 유지하는 별도의 로컬목록에 자료의 소재가 ReCAP임을 보 

여줄 뿐이다. ReCAPdp 소장된 자료들은 각 도서관의 로컬 목록에서 식별되고I 요청양식 

에 대한 직접적 웹 링크를 갖는다. 컨소시엄 회원들에게는 자료 요청 후 다음날 배달되도 

록 한다. 그러나 ReCAP컬렉션의 관리를 위해 컨소시엄은 공동 인벤토리 및 대출제어 시 

스댐으로서 Libr값 ARchival System(L뻐)을 사용한다. 인벤토리 제어 시스댐은 자료의 위 
치를 추적하며l 요청된 자료의 추출목록(picking list)을 생산한다. 

두 보존 도서관의 전체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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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공동 보존 서고는 창고형 고밀도의 목적용 저장시설로서 구축됨으로써 공 

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료를 위해 통제된 보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2. 대체로 보존대상 자료는 공동 보존 서고를 이용하는 도서관들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 

지만I 각 도서관의 재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었다. 학술적 가치가 있으나 잘 이용되지 않는 

인쇄자료가 주류이고/ 정기간행물의 인쇄본 저장소로서의 기능이 중시된다. 

3. 대체로 참여기관의 공간 이용도에 따라 권한 및 비용이 균둥하게 할당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 보존 서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기 

는 어렵다. 예를 들어/ 실제로 부지의 선정， 고밀도 저장시설을 위한 목적용 건물의 신축I 

시설 장비의 구입과 유지관리l 참여기관과 운영주체의 성격l 비용의 분담l 자료 소유권， 자 

료관리와 접근 시스템의 구축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처한 고유한 

상황이 있다. 

공동 보존 서고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어디에 어떤 형태의 시설을 세울 것인가? 

2. 어떤 규모와 성격의 대학들이 참여하며/ 몇 개의 대학이 참여할 것인가? 

3. 운영과 재정지원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4. 보존 대상 자료의 규모와 성격I 자료의 소유권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5. 보존서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자의 범주는 어떻게 정 

할 것인가? 

6. 자료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접근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구축하고 관리할 것인가? 

서울대 도서관의 보존 서고에 대한 논의 외에 공동 보존 도서관 운영에 대한 논의는 

없다. 만약 보존 도서관 운영을 계획한다 하변 보존 도서관 설립의 필요성과 예산 및 위의 

사항들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V. 하버드 엔칭 도서관의 기타 사항 

1. 개인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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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도서관의 대출대와는 달리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Public Service 는 좀 다르 

다. 일단 Dual Monitor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용자는 자신이 현재 대출하는 사향을 

확인할 수 없으며 Web 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또한， 0뎌V는 설치할 수 없다. 엔칭에 있 

는 동안 DVD 도난이 빈번하여 보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하버드 

엔칭 관장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위의 두 사항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단 

Dual Monitor는 이용자의 대출 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고 또한 ccrv를 설치하는 

것 역시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하였다. 하지만l 하버드 모든 도서관은 출입 

시 가방 검사를 필수로 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거부감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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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H따vard Intranet for Employees 의 교육 관련 페이지 

2 직원 교육 시스템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교육시스댐을 체계화 되어 었다. 일단 지속적인 HOLLIS시스템 

교육이 OIS에서 실시되고 있다. HOLLIS 는 매달 해당 모률에 대한 교육이 단 몇 사람에 

도 불구하고 담당자에 의해서 시행된다. 또한 HOLLIS 시스템 외의 제본이나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교육은 WEB에서 신청할 수 있 

다. 엔칭 도서관에서는 한달에 한번 관련된 업무에 관한 교육을 모든 직원을 상대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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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나 혹은 행정 업무 담당하는 사람과 함께 사서들의 요구를 

협의하기도 한다. 

다음은 하버드 대학 직원들의 인트라넷 내의 교육 관련 페이지이다. 해당되는 교육을 

인터넷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VI. 맺는 말 

하버드 대학의 엔청도서관에서의 지난 6개월간의 연수 체험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도 

서관에서 참고하였으면 하는 사항을 기술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도서관은 변화 
의 중심부에 있다. 이는 국내외 모든 도서관에서 변화를 인식하고 빠르게 대처하여야 한 
다. 북미의 도서관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은 일단 규모면에서 타 대학 
도서관과 다르다.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도서관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운영되고 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만약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각각의 분관 
이 하버드 대학 도서관처럼 확대되고 학과 및 연구소 역시 그러하다변 하버드 대학의 
HUL 및 HCL 의 조직 구성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의 전산실에서 HUL의 역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좀 더 조직적 
으로 확대 하여 대학 전체의 계획적인 디지털 자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지 않을 
까 한다. 또한 HCL:처럼 교육 혹은 홍보 동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도 역시 참고 할 수 있 

을듯하다. 

또한I 북미의 한국 자료 목록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추후에 서울대학교 도서관 
목록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그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공동 보존 도서관의 설립을 계획 중이다. 이처럼 도서관 
재정， 공간I 시설 등이 제한되고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시 
설도 포화상태이다. 그렇다고 자료의 폐기가 해결점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대학 도서관 

들과 연계한 공동 보존 도서관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듯 하다. 
끝으로， 6개월의 기간동안 경험한 직 간접적인 지식이 현재 도서관 실무에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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