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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문도서 은 재 우리나라 교육 발 을 해 노력하고 있는 교과서 련 분야의 문가와 교과서 개발 

출 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의 연구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문도서

의 실을 보면, 국가지원운  산 부족, 공공기반시설로서 기반 취약, 교과서 련자료 수집의 어려움, 도서  

간 연계체제 미흡 등의 문제 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사례분석, 그리고 

문가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교과서 문도서 의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문도서  

구축  운 의 장기 정책방향을 크게 교과서 문도서  조직  운 , 교과서 문도서  정보자원의 수집  

목록작성 방안, 그리고 교과서 문도서  정보화 략  특화콘텐츠의 구축 등으로 분하여 제안하 다.

ABSTRACT
The specialized textbook library provides resources for textbook publishers and textbook development 

professionals as well as others in related fields who are committed to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The textbook library also supports research and education among the faculty and 

students. But, when examining the reality of the textbook specialized library, analysis concludes 

that it faces various problems such as state-supported operating budget shortfalls, weakness of public 

infrastructure, difficulty in collection of textbook-related data, and lack of inter-linked library systems. 

Thus, this study determine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textbook specialized library through 

the process of literature analysis, case studies, and reflection of expert opinions. In this study, a 

long-term policy direction of the building and operating of textbook specialized libraries has been 

proposed as follows: organizing and operating a textbook specialized library, collecting and creating 

a list of textbook-related information resources, creating information strategy, and constructing 

specialized content for the textbook specialized library.

키워드: 교과서 문도서 , 교과 련 정보자원, 정보화 략, 장기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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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문도서 은 특정 주제분야의 정보자원을 

집 으로 수집하여 그 주제분야의 연구  

교육, 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에는 재 모든 문도서 의 주제분야를 구

분하여 각각의 도서 이 문성과 독창성, 그

리고 특정성을 가지고 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인 지원시스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 교과과정 개발  활용

에 있어서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도서 계  학계의 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과서 문도서 들에 해서 살

펴보고자 하 다. 국내에는 교과서  교과서 

련 자료만을 집 으로 수집하여 서비스하

는 문도서 들이 있으나 거의 알려져 있지 않

고, 련 자료들이 여러 기 에 분산되어 서비

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서 련 

정보자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표 인 도서 으

로는 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정보 과 한국문

화교류센터의 국제교과서도서 이 있다. 한국

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교과

서 련 자료를 다양한 서비스 의 하나로 제

공하고 있으나 주요 서비스는 아니다.

이로 인해 주요 이용자에 해당하는 교사, 학

생, 교과서를 연구하는 연구자, 출 사 등은 원

하는 교과서 련 자료를 획득하기 해 여러 

기 을 검색 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교과

서 련 자료를 문 이고 총체 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서 문도서 을 확 하고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정보 은 교육의 본

질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질  수  향

상과 교과서 제도에 한 국제 비교연구 등 교

과서와 련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

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교과서를 수집  보존하

는 교과서 문도서 으로 알려져 있다. 교과서

정보 은 재 우리나라 교육 발 을 해 노

력하고 있는 교과서 련 분야의 문가와 교과

서 개발 출 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의 연구  교육을 지원하

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련 지식의 공유 활용

과 보존을 해 교과서정보 은 국가 핵심 기

반시설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 국가지원운  산 부족, 공공기반시설

로서 기반 취약, 교과서 련자료 수집의 어려

움, 도서  간 연계체제 미흡 등의 문제 을 극

복하기 해서는 교과서정보 의 통합 리시스

템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리기능의 통합 

 효율 인 운 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한

국에서 발행된 모든 교과서들에 한 수집이 이

루어져야 하겠지만, 수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러한 자료를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

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큰 의미가 없게 될 것

이다. 일례로 1998년에 수행된 한국교과서 목록 

수집방안에 한 연구를 통해 련 기 들이 소

장하고 있는 교과서목록정보를 확보하 으나 

재는 그 당시 목록자료에 수록되었던 자료들

을 해당기 이 소장하고 있지 않거나 폐기한 경

우가 있다. 따라서 지  이 시 에서는 목록을 

재조사하여 정리하는 것보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어느 도서 에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각 기 과 연계하여 목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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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표 인 교과서 문도서 으로서 

교과서정보 의 과제와 미래과제를 밝 내

고 문 인 서비스 제공을 한 단계 인 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정보  구축․운

의 장기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 으며,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정보  구축․운 의 발 방향으로 교과서정보

의 조직 운  정책, 교과서정보  기능의 확

 방안, 교과서 자료의 조사  확충 방안, 조직 

 인력 강화 방안, 교과서정보 의 교과서 목

록 조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둘째, 정보

화 략계획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콘텐츠, 장

비, 소 트웨어 개발, 타 기  연계 방식에 해 

5개년 계획으로 구성하여 단계별로 기  간 

약 업무도 제안하고자 하 다. 셋째, 특화 콘텐

츠에 해 제안하고자 하 으며, 일반인들의 흥

미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안하

고자 하 다. 남북의 교과서 비교나 시효과를 

낼 수 있는 콘텐츠 제공을 검토하 으며, 아시

아를 비롯한 해외의 교과서 문 정보사이트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와 같이 단기 추진계획, 장기 추진과제, 지

속 추진과제 등의 형식으로 업무 추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 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정보 의 활성화를 

해 분산되어 있는 리기능의 통합  효율  

운 방안으로서 장기발 계획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는 2단계로 진행되었

는데, 1단계 연구에서는 재 교과서정보 의 

이용자들인 ․ ․고등학교 교사, 사서, 출  

계자, 학부모, 연구자들을 상으로 설문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기 자료를 확보하

다(노 희, 최원태, 윤다  2014). 그리고 본 

2단계 연구에서는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자 하 으며, 이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

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국내․

외 교과서 문도서  구축․운  련 선행연

구와 구축․운 사례를 조사․분석하 다.

둘째, 조사자료를 분석하고 시사 을 도출하

고자 하 다. 교과서 문도서   포털사이트 

구축․운  련 각종 자료와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 을 도출하여 교과서 문도서  발 방

향을 도출하고자 하 다.

셋째, 평가조사단(자문 원단) 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

서정보 의 문제  진단을 하여 평가조사단

을 구성․운 함으로써 연구진이 제시한 교과

서정보 의 장기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의견

을 수렴하 다. 이러한 자문회의는 연구방향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문도서 의 장기

발 계획 수립방향을 제안하고자 하 다. 그러

나 교과서 문도서 에 한 도서 계  문헌

정보학계의 심이 거의 없었던 계로 선행연

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과학기술을 포함한 

문도서 에 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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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교육학 쪽에서 수행된 교

과서 정보 유통 련 선행연구를 심으로 조사

하 다. 즉, 교과서 련 법  측면의 연구, 교

과서 련 정책 안과 련된 연구, 그리고 교

과서 여제  교과용도서발행시스템 표 화

와 련된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 으며, 마

지막으로 본 연구의 1단계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하 다.

2.1 교과서 련 법  측면의 연구

교과서 련 작권법  제도개선과 련하

여,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제6항을 기반으로 

입법부가 교육제도의 구성과 운 에 련된 기

본 인 사항의 조직을 담당해야 한다고, 교육제

도 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역시 요한 교육제도의 하나이므로 법률주의

의 원칙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나 행 ｢ ․

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 ․

작․검정․인정․발행․공 ․선정  가

격 사정 등 교과서제도의 요한 사항에 해서 

행정권에 포 으로 임하고 있어서 헌법상 

교육제도 법률주의  포  임 지 원칙에 

반된다고 평가받고 있다(김덕근 외 2012).

교과서 발행제도 련 연구로 홍후조 등(2007)

은 교과서 발행제도의 개선을 한 과제들을 세

부 인 규정 차원에서 분석연구를 진행하 으

며, 국검 인정 교과서제도 개선방안, 인정 교과

서제도 개선방안, 검정수수료 련 규정의 문제 

등을 논의하 다. 같은 맥락에서 유 균(2012)

은  정부가 지향하는 인정제 확  정책이 

행 심의규정 때문에 그 취지를 충실히 구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 다. 그 외에도 교과용도서 발

행제도에 련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다(조

난심 외 2004; 김재춘 2009; 유학  외 2009; 

심재호 2010).

다음으로 교과용도서 련 법규를 직 으로 

다룬 연구들도 상당히 있으며, 김송득(1996)은 

교과서 법률제도의 구조와 논리에 한 연구에

서 교육법  통령령인 ｢교과용도서 등에 한 

규정｣, 행정부의 입법 차(시행령․시행규칙), 

교과서 련 법령의 체계, 그리고 교과서 법률제

도의 문제 에 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한 교과서제도 법률주의를 천명한 1992년

의 헌법재 소 례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교과

용도서 련 법규가 법률주의의 실  정도에서 

헌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으며

(박창언 2003, 2004; 김유환 2005), 구체 으로 

국가가 교과서의 작과 발행에 여하는 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 교과용도서 반을 규정하고 있

는 행의 행정입법 체제가 헌법이 지하고 있는 

포  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 등을 제기하

고 있다.

교과서 인정도서 확 정책과 그 내용  망

에 한 연구로 인정도서 확 정책에 따른 해결

과제(이화성 2009), 교과서 인정제도의 발 과

제(김정호 2009), 우리나라 인정도서 개발 황

(김병규 2009), 인정도서 업무의 차와 요령

(윤 원 2009) 등이 있다.

그 외 교과서제도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통제 

범 에 한 연구(황 성 2006), 국정교과서의 

법률  문제에 한 연구(박창언 2003), 교과용

도서에 한 헌법재 소와 법원의 례 분석 연

구(김유환 2005), 교과서 제도의 변화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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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한 연구(김만곤 2009) 등이 있다.

IT기술의 발 으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

고 이로 인해 법률  쟁 과 논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최진원(2011)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자체에 한 찬반보다는 도입 시 문제 을 최소

화하고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이를 해 디지털교과서와 교과용도서의 

개념, 게재와 송의 구분, 작인 권의 보호, 

인터넷자원의 충분한 활용,  보상  규정의 

한계 등을 심으로 행법의 문제 을 지 하

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언하 다. 그 외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과 련하여 수행된 연구로 디지

털교과서 장 용을 한 연구학교 운 방안 

연구(KERIS 2007a), 디지털교과서 표 화 방안 

연구(서울시교육청 2007b), 교사의 에서 

본 디지털교과서 기 효과 연구(서울시교육청 

2007a),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따른 학습자 측면

의 효과성 연구(서울시교육청 2007c), 장애인용 

자교과서 개발 방향 연구(KERIS 2007b), 디지

털교과서 활용이 학생과 교사의 건강에 미치는 

향 분석 연구(KERIS 2009), 디지털교과서 효

과성 측정 연구(KERIS 2008), 디지털교과서 

검인정체계 구축 연구(교육과학기술부 2008), 

디지털교과서 랫폼 사용자 평가  UI 모델 

개발 연구(교육과학기술부 2009) 등이 있다.

2.2 교과서 련 정책 안에 련된 연구

교과서 정책 안과 련된 연구로 조난심 

등(2010)은 교과서와 련된 각종 안문제들

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해 교과서 

수정․감수․선정 등과 련된 실효성 있는 제

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 으며, 이러한 제도  

변화를 구 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련 법

규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

서는 개선방안으로 첫째, 교과서 수정정책의 기

본 입장 재정립, 둘째, 교과서 수정과 련된 법

규를 정비하여 교과서 수정에 한 이행력 제고, 

셋째, 교과서 수정이 지속 인 교과서 질 개선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정기 검정제 도

입 등을 제안하 다. 그 외 교과서 정책 련 연

구로는 인정 도서로 환된 문 교과도서 개발 

방식의 문제 과 개선 방안(이병욱 2009), 인정

도서 제도의 문제 과 개선을 한 과제(문홍

근 2010), 검정도서 수정․보안 체제 개선 방안

에 한 연구(김만곤 2006), 교과서 표기․표

 감수제 도입에 한 논의(이승구 2006), 교

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박도순 

외 2001) 등이 있다. 

2.3 교과서 여제  교과용도서발행시스템 

표 화와 련된 연구

자율학교 운 , 교과 용 교실제  교과집  

이수제 도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  방법을 

뒷받침하기 하여 장 응성이 높은 교과서

를 개발하기 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외형 체

제도 개선된 선진형 교과서로 발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  외형 체

제가 개선되면 그에 따라 교과서의 가격이 상승

하여 비용 부담이 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는 안으로 교과서 여제가 논의되고 있다

(김상재 2009). 교과서 여제 도입에 한 연

구(김재춘 2012)에서는 우리나라에 교과서 

여제의 도입가능성 내지 타당성을 검토하 으

며, 이를 해서 교과서 여제의 의미와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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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았다. 한 외국의 교과서 여제 

사례를 분석하 으며, 교과서 여제 도입 여부

에 한 교육 계자의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에서 교과서 여제의 도입가능성과 타

당성에 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교과서 

여제 도입과 련한 정책 제언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고, 교과서 여제 도입을 한 선

결 조건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용도서 발행시스템의 표 화에 련된 

연구로, 창연, 부길만, 채성혜(2007)는 교과

서의 기획, 편집, 디자인, 제 , 인쇄, 공 , 유통 

등 부문별 발행 요소들이 상호 유기 이고 효과

인 시스템으로 운 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교과용도서 발행 시스템을 표 화하

기 한 안을 제시하 으며, 교과용도서 발행

시스템의 선진화를 한 방안을 제시하 다. 

2.4 교과서정보  인식조사 결과  시사  

교과서정보 의 장기 발 방향을 제시하

기 해서는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이나 국내외 

교과서 련 자료실의 운 황을 조사하는 것

도 요하지만, 실제로 교과서정보 을 이용하

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매우 요

하다. 이에 본 2단계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설

문조사연구를 수행하 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서 교과서 련 포털사이트 이용 황  교과서

문도서  개선방향, 그리고 교과서정보 에 

한 요구사항을 도출하 다(노 희, 최원태, 

윤다  2014). 그 결과 첫째, 교과서 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국내외 교과서 련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기 들에 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들은 

다양한 교과 보조 자료  교과 련 학습자료 

제공서비스, 국내외 모든 교과 련 정보의 통합

검색서비스, 콘텐츠 활용이 용이한 원문제공서

비스, 련 연구논문, 학술자료, 통계 등 문정

보제공서비스 등에 해 높은 요구도를 보 다. 

셋째, 교과서 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 

자료실, 학교도서 , 출 사, 그리고 교과서 

련 해외 정보기 과의 극 인 력네트워크

의 구축에 해 높은 요구도를 보 다. 

3. 국내외 교과서 련 도서  사례

문도서 의 활성화를 해서는 각 주제분야

별로 문도서 들이 발굴되고 분석되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련 도서 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교과서 문도서

으로 교과서정보 이 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

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한 교과 련 자료들이 여러 기 에 분산

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교과서 련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   주

로 교과서 련 정보자료만을 집 으로 제공하

는 교과서 문도서 들을 조사․분석하 다.

3.1 국제교과서도서

한국문화교류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CEFIA)에서 운 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의 교과서를 폭넓게 소장하고 있는 국제교과

서도서 이다. 교과서 문연구기 으로 발

하기 한 기본 인 라로서 ‘한국바로알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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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용자들에게 외국 교과

서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3,500여 권의 장서로 개 하여 2011년 

12월을 기 으로 약 9,200여 권의 외국교과서를 

비롯해, 교과서 련 연구보고서와 교육정책자

료 등을 포함한 14,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교과서도서 은 교과서 문

도서 이지만 열람․ 출․복사 등의 단순 서

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  열람  출서

비스의 경우 교과서는 내 열람만이, 단행본과 

연구보고서는 한국 앙연구원 교수  직원에 

한해서만 출이 가능하다.

3.2 교과서정보

교과서정보 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1991

년 개 한 교과서 문도서 이다. 교과서정보

은 교과서의 질  향상을 해 교과서 련 

연구자  교과서 국제비교 연구자, 교육부  

련 연구기 과 교과용 도서의 기획․집필․

편집․제작 담당자 등에게 국내․외 교과용도

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국내․

외의 교과서와 고(古) 교과서  련 자료를 

지속 으로 수집․보존하여 시하고, 교과서 

 련 자료의 DB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과서정보  디지털도서 에서는 교과

서로 보는 시 별 교육, 국외교과서 나라별 검

색, 국내교과서 교과목별 검색, 교과서 원문 열

람, 견학  수업지원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3.3 Japan TextBook Research Center Library

이 도서 은 일본 교과서연구센터 내에 치

하고 있으며, 일본의 ․ ․고등학교에서 

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와 다른 나라의 교과서

들을 수집․소장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연구센

터 도서 은 교과서승인시스템에서 제시하고 

있는 1949년 이후에 간행된 교과서들을 소장하

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 해서 연구하는 연

구자와 교육자, 교과서 편집 등의 교과서 련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교과서 련 데이터나 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업진행에 필요한 참고

도서도 제공하고 있다.

3.4 Open Textbook Library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자료를 사용․배포

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교과서 교재를 약 10개의 

주제분야로 나 어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로 다

운로드하거나 렴한 가격으로 인쇄할 수 있다. 

가격이 비싸고 도서의 부피가 커서 휴 가 어려

운 학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디지털화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의 사정에 따라 부담

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해 여러 학

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5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미국에 치한 연구도서 센터(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CRL)는 1949년에 설립된 

독립 인 학연구도서  국제컨소시엄이다. 이 

기 은 인문학․과학․사회과학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분야의 연구  교육을 필요로 하는 

연구자나 학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문이나 

잡지, 아카이   기타 자료들을 디지털 자원

으로 보존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아 리카․



3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2호 2015

동․슬라 ․동유럽․동남아시아․남아시

아․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주요지역의 자원들

도 리한다. CRL이 수집한 자원은 다양한 지

역의 연구 컬 션 구축 로그램을 통해 미국이

나 캐나다의 주요 학 내 사서나 문가  연

구자 등에게 제공하고 있다.

연구도서 센터가 수집하는 자원에는 교과

서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등교과서의 인

쇄물, 비즈니스  무역 분야의 고등학교 이후

의 비학 과정 학교 교재, 외국어문법 교재 등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교과서  

련 자료들을 수집․소장하고 있다. 교과서 

련 장서는 총 70,000여 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으

며 교과서 련 자료의 진열공간이 약 8,000피트

에 이를 정도로 방 하다. CRL은 교과서를 각 

과목마다 유형에 따라 자, 시리즈 제목 는 

발행인을 알 벳순으로 분류해 놓았다. 한 교

과서 외에도 교사용 지침서, 보조자료, 교사업

무매뉴얼, 실험실매뉴얼 등 교과 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3.6 분석결과  시사

의 교과서 련 도서 들의 사례를 분석함

으로써 도출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

과서 련 참고자료의 수집  제공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일본교과서연구센터에서는 교과서

에 해서 연구하는 연구자와 교육자, 교과서 

편집분야 종사자에게 교과서 련 데이터나 정

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편집하는데 필

요한 참고도서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 문도서 에서도 교과서 편집 종

사자  연구자를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교과서 련 자료들을 총체

으로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과 연 하여 교과서 문도서 에서 갖추

어야 할 학술DB에 한 조사가 이루어져 해당 

웹 참고정보원의 구입과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주제별 교과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공이 요구된다. Open Textbook Library

의 경우 주제별로 교과서정보 DB를 구축하여 

라우징  키워드 검색을 통해 련 정보자료

에 이용자가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문도서  역시 주제별 교

과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교과서 련 정보자원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교과서 련 연구출 물의 통합수집  

제공이 요구된다. 국내․외 교육학  교육 련 

연구자나 장 교사들을 비롯하여 교과서 련 

연구자들이 출 한 교과서 련 모든 연구출

물들을 수집해서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

원을 포함한 연구기 에서 발행한 연구결과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발행한 연구

결과물을 총체 으로 수집하여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정보제공기 의 일원화  특성

화가 요구된다. 교과서자료를 제공하는 기 으

로 국내에는 한국문화교류센터의 국제교과서도

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

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정보  등이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교과서 정보자료가 복되어 

수집․구축되는 경향이 있으며 각 도서 마다 

특성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교과서정

보제공기 을 일원화하고 각각의 기  자료를 

특성화시키면서 력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되

어야 한다. 즉 교과서정보 은 교과서 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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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교과서 련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해 일원화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

야 하고, 국제교과서도서 은 국제자료를 망라

으로 수집․제공하는 문기 으로, 한국교

육개발원은 교육을 지원하기 한 다양하고 

문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기 으로 각각 특성화

되어 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유 기  간 력네트워크 구축이 요

구된다. 교과서 문도서 은 국내는 물론 국외

에 있는 교과서 련 문도서 과 력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야 하고 각각의 기 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들에 한 근을 제공할 수 있어

야 하며, 각 기  소장 정보자료의 력까지 이

루어진다면 교과서 문도서 이 진정한 교과

서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력네트워크를 구축한 표 인 

국외의 교과서 문도서 으로는 일본의 Japan 

TextBook Research Center Library와 미국의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등이 있다. 

  4. 교과서 문도서 의 구축  
운 방향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교과서 련 문

도서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교과서 문도서  

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 다. 교과서 문도

서  구축  운 의 장기 정책방향은 크게 

교과서 문도서  조직  운 , 교과서 문도

서  정보자원의 수집  목록작성 방안, 그리

고 교과서 문도서  정보화 략  특화콘텐

츠의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 다. 본 연

구에서는 교과서 문도서 의 표로서 교과서

정보 을 상으로 하여 그 발 방향을 제안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제안된 교과서 문도서 의 

정책방향은 교과서 문도서  운 책임자, 교

과서정책 연구분야의 문가, 시스템 문가, 문

헌정보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 원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발 방향이 매우 구체

이라는 평과 함께 이미지를 통한 표 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문가의 의견은 본 장

의 제안내용에 모두 반 되었다. 

4.1 교과서정보  조직  운

4.1.1 교과서정보  황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육의 본질  내용

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질  수  향상과 교과

서 제도에 한 국제 비교 등 교과서와 련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교육 발

에 기여하기 해 1991년 교과서정보 을 설립

하 다.

도서 내의 자료검색용 컴퓨터에서 자료의 

치를 찾아 열람실 내에서 보고자 하는 자료를 

데스크에서 바코드 리더기로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외 출은 할 수 없다. 자료의 복사는 

부분 복사만 할 수 있으며 체 복사는 불가하

고 리자의 허가 없이 사진촬  한 불가하다. 

교과서 원문DB를 제공하고 있으나 ｢ 작권법｣ 

제31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과 정을 체결한 도서 의 지정 컴퓨터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교과서 는 교과서 

련 연구 자료의 기증을 받아서 자료를 제공하기

도 한다. 으로 수집한 자료는 개화기 교

과서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의 자료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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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교육 자료이다.

4.1.2 교과서 문도서  업무조직 확  

개편 필요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정보 이 앞으로 수행

해야 할 사업  역할확 를 통해 교과서 련 

연구자, 학생, 교사, 출  계자 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해 업무조직의 확  개편이 요구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교과서정보 은 자료 리부, 

참고서비스부, 기획연수부, 교과서박물 , 교과

서연구소를 하 부서로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안은 국내외 사례분석   교과서정보 의 

기존 발 방안, 그리고 국립 앙도서  분 설

립계획 등을 참조한 것이다. 

자료 리부는 자료수집과와 자료운 과로 구

성하며, 각종 교과서  교육정보자료를 수집하

여 DB로 구축하며, 수집된 자료의 보존과 련

된 업무도 담당한다. 참고서비스부는 교과서정

보 에 구축된 온․오 라인 정보들을 이용자

에게 서비스하기 한 부서로 자료의 열람, 

출, 교과서 여, 디지털교과서서비스를 한다. 

한 연구자가 교과서와 연 된 연구진행 시 이

에 한 도움을 주기도 하며 정보서비스  상

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이다. 기획연수부는 

총무과, 도서 운 력과, 사서능력발 과, 정

보화담당과로 구성하며, 교과서정보 의 실질

인 운 을 한 부서이다. 총무과에서는 정보

의 산, 민원, 보안, 여, 인사에 한 업무

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을 다룬다. 

도서 운 력과는 교과서정보 의 세부실행

계획을 다루며 국내외 유 기 과의 력을 

해 활동한다. 기 의 홍보, 시  문화업무, 간

행물의 발간 등을 다루는 외 력부서라 할 수 

있다. 교과서박물 은 시와 유물의 보 을 

심 으로 수행하는 부서이며, 학 연구실, 리

과, 외부 력과로 구성한다. 교과서연구소는 교

과서와 련 정책  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

이다. 

4.1.3 교과서정보  운 련 사업

교과서정보 에서 운 해야 하는 사업은 다

음의 10가지로 제안하 으며, 장서개발, 정보원 

확충계획 수립, 정보 사, 보존, 기획  력, 

정보화담당, 교과서  교과 련 정보원 통합

센터 구축, 교과서데이터 DB화, 특화콘텐츠 구

축, 력활동 등이다.

먼 , 장서개발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 

교과서정보 에서는 소장장서에 하여 그 

황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교과서정보 에서 보

유하고 있는 자료는 교과용도서와 일반자료로 

구분된다. 국내․외로 나 어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자료에는 참고도서, 단행본, 학 논문, 정기

간행물, 연구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교과서정보 은 기술의 발 으로 다양화된 

교과서와 련된 각종 매체의 정보원을 수집하

고 효율 인 장서개발과 리를 하여 교과서 

 련 자료의 수집 체계를 기획하고 구체 인 

수집방안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교

과서  련 자료를 망라 으로 수집하되, 교

과서 단행본뿐만 아니라 교육 장이나  교과

과정을 반 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한 해외의 교과서 련 정보자료 생성기   

정보자료실들에 한 리스트를 구축  확보하

고 력을 통해 정보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한 

뒤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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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교과서 련 외국기 과의 국제교

류를 통한 자료 수집  교환, 자료기증 약정제 

시행 등 자료 기증운동 활성화 계획, 작권신

탁 리제도를 활용한 자료 수집  유통체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원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장서는  교과서정보 의 자료 체를 이

받아오도록 함으로써 문도서 으로서의 상

정립의 주춧돌을 마련하도록 한다. 확보된 교과

서 련 정보자료 생성기   정보자료실들과 

유기 이고 긴 한 력을 통해서 정보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교과서 련 세미나, 행사, 

시 등에의 극 인 참여를 통해 정보자료를 수

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교과서 련 자료실

의 서고․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장서의 이 이 

필요한 기 이 있을 경우 련 장서들을 이 받

아 소장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 해

외의 교과서 련 정보자료를 체계 으로 조사 

 수집하여 해외교과서 련 연구자  교과서 

정책 수립자 등을 극 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보 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과서

정보 은 도서 에서 수행되는 일반 정보 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되 교과서분야로 

문화되고 특성화된 정보 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교과서분야 문정보서비스 내용은 교과

서분야 문참고정보서비스, 상호 차  원문

복사서비스, 디지털 참고정보서비스, 교과서분

야로 특성화된 연구지원 서비스, 국내외 외국인

을 한 문화된 참고서비스, 정보   도서

 간 상호 력을 통한 네트워킹  시스템 지

원, 복합 시공간을 통한 정보제공서비스, 교과

서 련 자료의 시, 홍보 등을 통한 주제 문

지식 정보 사 제공 등이 될 수 있다.

넷째, 보존업무를 해야 한다. 교과서 문도서

은 보존가치가 있는 교과서 련 자료를 평가

하고 이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과

서 보존서비스의 내용은 보존가치가 있는 교과서 

련 자료  작품의 평가․보존 업무, 교과서

련 기   개인으로부터 이 ․기증받은 자료 

 보존성이 높은 자료의 보존 업무, 자료의 보

존과 련된 기술 ․시설 인 측면에 한 지속

인 연구, 기타 교과서 련 소장자료 구보존 

련 업무, 제본  보수에 한 업무, 디지털자

료의 리, 보존, 이용 련 업무 등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기획․ 력업무를 해야 한다. 교과서

문도서 은 효율 인 운 을 한 계획을 설

립하고 외부 홍보와 련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

가 있다. 교과서 문도서 의 기획  력 련 

업무는 교과서 문도서  운   계획, 홍보와 

련된 업무를 총 , 각종 외부기  지원 업무, 

교과서 련 문도서  발  략을 모색, 교과

서 련 국내외 문도서 과의 력 업무, 교과

서 련 국내외 문시설과의 력 업무, 교과서

분야 주제 문사서 양성교육 등이다.

여섯째, 정보화담당업무를 해야 한다. 교과서

문도서 에서는 교과서분야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등 정보화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

보화담당업무는 교과서분야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총   지원하는 업무, 교과서 련기

과의 력을 통해 교과서 련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수행, 교과서분야 도서  정보화 상으로 

교육지원과 소장자료의 정보화 지원, 교과서분

야 련 도서  정보화․표 화 기술지원 업무, 

즉 교과서분야 분류체계 개발  목록작성 표

화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교과서  교과 련 정보원 통합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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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구축해야 한다. 교과서 문도서 은 교

육․학습에 심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상으

로 하여 교과서를 주제로 특화된 표도서 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과서 문도서

의 교과서  교과 련 정보원 통합센터 구

축은 우리나라 교육자료의 유산인 교과서에 

한 보존과 분산 리되고 있는 교과서 자료에 

한 통합 인 리의 필요성이 두되면서 등

장하 다. 분산된 교과서 련 문도서 들과 

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과서라는 특수한 

주제에 부합하는 포털사이트의 구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여덟째, 교과서데이터의 DB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자료 원문정보 DB구축이 요구된다. 

학술 ․정보  가치가 있는 자료를 원문정보 

DB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료에 근하여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정보 DB구축도 요구된다. 교과서정보

에서 소장 인 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검색하게

하고 자료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

한 근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장자료에 한 

목차정보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정보

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장서를 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한, 정보취약계층을 한 종합목록  원문 

DB구축이 요구된다. 모든 국민이 양질의 정보에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보취약

계층 이용자도 다양한 형식의 종합목록과 원문

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부합할 수 있도

록 국내외의 자․수화로 제작된 교과서, 특수

교과서 등도 장서 범 에 포함해 수집하고 련

기   업체 등과 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체 으로 장서의 보유를 해 노력해야 한다.

아홉째, 특화콘텐츠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

다. 교과서 문도서 은 온․오 라인 공간에

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검색과 근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교

과  교육과 련된 정보원  분산된 것을 통

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수집․가공하여 연구

자, 교사, 학생  학부모, 정책기 이나 출 업

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해 교과서 문도서 만의 특화콘

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최

한 구 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근성과 

이용률을 높여 국내 유일의 교과서 문도서

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력활동이 요구된다. 재 교과

서정보 에서는 약체결에 한 안내를 제공

하고 있으나 실제로 약체결을 맺어 활동을 하

고 있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교과서정보  이외의 교과서 련 정보원을 다

루는 기 과 력체결을 맺어 원문 열람서비스, 

상호 차서비스, 도서 력 활성화 사업, 국제

자료교환, 외국도서 과의 교류 약, 국제상호

차서비스 등을 시행해야 한다.

4.2 교과서 문도서  정보자원의 수집  

목록작성 방안

교과서 문도서 이 수행해야 할 사업  교

과서  교과 련 정보자원의 수집  목록작성 

사업은 매우 요한 사업  하나이다. 따라서 

교과서 문도서  정보자원의 황을 바탕으로 

문제 을 악하여 수집범   수집 방안, 목

록작성에 해 제안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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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교과서정보자원의 구축 황

교과서정보 은 교과서의 질 향상을 해 노

력하고 있는 연구자, 교과서 국제비교 연구자, 

교과용 도서의 기획․집필․편집․제작 담당

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내․외 

교과용도서  참고자료 등을 수집․보유하고 

있다. 교과서정보 은 총 51,357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교과용도서는 48,369권이고 일반

자료는 2,998권이다. 교과서정보 은 국내․외 

교과용도서를 망라 으로 수집하여 재 27개국

의 교과용 도서를 수집하여 총 8,969권을 제공하

고 있다. 2,988권의 일반자료 유형은 참고도서, 

단행본, 학 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등이

다. 한 교과서정보 은 국내․외 교과서와 

고(古)교과서, 교과서 련 자료를 지속 으로 수

집․보존하고 시를 하고 있으며, 교과서  

련 자료의 DB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2.2 정보자료의 수집범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과정 내 교과서를 

다양한 출 사에서 생산하므로 교과서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로 인해 출 사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교과서를 한곳에 모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한 교과서 문도서 이 교과

서의 질  향상  교과서 련 연구자와 종사

자, 학생, 교사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서

는 교과서 원문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과

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 련 자료, 교과 련 

연구자료 등 교과서와 교과과정에 련된 자료

를 망라 으로 수집․제공하여 원문이용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

사  사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집해야 하는 

정보자원의 범 를 교과용도서․연구자료․교

구․교과서 삽화 등으로 나 어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한 규

정｣에 따라 교과서와 지도서(교육자료)로 구성

되며 교과서 문도서 에서 가장 많이 수집해

야 하는 정보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문

도서 에서는 개화기부터 재교육과정까지의 

모든 교과용도서의 수집을 해 노력해야 하고 

수집한 정보자원은 원문 DB를 통해 언제어디

서나 쉽고 빠르게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자료는 교과서의 질 향상  교과

서 련 연구자들의 요구충족을 해 수집되어

야 하며, 교과서연구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자료

뿐만 아니라 교과서  교과과정에 한 모든 

연구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셋째, 교구는 제작자나 제작의도, 사용된 재

료와 교육 상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기 때문에 이미지 일이나 동 상 일, 일반 문

서 등의 합한 형식을 선택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교구를 수집할 때에는 학교도서 과 연

계하여 학교교사들이 만든 교구를 기증받거나 

디지털화하여 수집할 수도 있다.

넷째, 교과서에 삽입된 삽화를 표 화하여 유

형별로 종합 으로 리․운 해야 하며, 교과

서의 술자 등이 삽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

지털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연구도서 센터(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CRL)는 교과서를 포함하며 인문학, 과학, 사회

과학 분야 등 다양한 주제분야의 자료를 연구자

나 학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문서, 기록물, 그리고 다른 아날로그 문서와 디

지털 문서 등을 수집하고 보존한다.  미국 



3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6권 제2호 2015

등과정의 교과서, 비즈니스․무역학교와 같은 

비학  고등과정 후 학교교재, 외국어 문법교과

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교과서를 수집하

고 있다. 한 모든 교과서의 , 교사용 지침서, 

보조자료, 교사업무용매뉴얼, 실험실매뉴얼 등

의 자료를 수집, 소장하고 있다.

교과서정보 도 교과서  교과과정에 한 

자료를 부분 수집하는 기 의 소장정보와 목록을 

통합하여, 교과서 련 다양한 정보자원을 수집하

고 제공하는 표기 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4.2.3 교과서 문도서  목록작성  제공

교과서  지도서(교과용도서), 연구자료, 참

고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할 경우 수집 상의 선

정이 용이해지고 이용자의 정보 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최 복 1998). 그러나 문헌 ․교육사

 가치를 지니고 있고, 교육내용 연구의 상으

로서 무엇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과서에 

한 체계  조사나 목록작성이 지 까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사 연구가, 교

과교육연구가, 교과서 연구가들의 각각의 공

분야에 따른 시 별 교육 내용 연구나, 교과별 

교육내용 연구 등에서 단편 으로 해당 교과서

에 한 목록 작성이나 내용 분석 등의 연구가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고 교육과

정별, 연도별, 교과목별로 검색이 되어야 하며, 

교과서의 목록의 추가․삭제도 가능해야 한다. 

4.3 교과서 문도서  정보화 략  

특화콘텐츠의 구축 제안

4.3.1 교과서 문도서  정보화 략 

정보화의 궁극 인 목 은 이용자의 정보에 

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이용자로부

터 새로운 정보 요구를 창출함으로써 이를 기반

으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여 질 인 성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교과서라는 특수한 주제에 부합되고 앞으로

의 한민국 교육과정과 이를 한 연구, 그리

고 연구자와 교수․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

이 양질의 정보를 통해 질 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해 교과서 문도서 의 정보화 

략이 필요하다. 

1) 교과서정보 의 략 추진방향

교과서 문도서 은 교육․학습에 심이 있

는 모든 이용자를 상으로 함에 있어 교과서를 

주제로 특화된 국가도서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 교과서 문도서 의 구축은 우리나

라 교육자료의 유산인 교과서의 보존과 분산․

리되고 있는 교과서 자료에 한 통합 인 

리의 필요성이 두되면서 등장하 다. 당시에

는 교과서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교과서 원문

의 과 장치를 통한 열람  출력서비스와 작

권 보호를 한 과 시스템  원문뷰어 서비스

를 구 하여 제공함에 을 두었었다(홍후조, 

백경선 2007). 하지만, 앞으로 작권보호에 있

어 더욱 구체 인 방안이 필요하며 교과서정보

에 한 디지털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련

하여 정책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첫째, IT기반 기술환경 변화 응정책 구축이 

요구된다. 빅데이터의 시 가 오고 클라우드서

비스가 직 으로 도입․시행되면서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변하는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를 

도서 에서 빠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과서는 

특정 이용자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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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과서 문도서 의 온․오 라인 정책

육에 심 있는  연령층의 이용자를 포함하므

로, 어떠한 형태로 정보이용이 행해지고 있는지 

악하여 변하는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응

할 수 있도록 련 사항을 먼  정책화해야한다. 

S/W  기술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을 넘어

서서 구 래스와 같은 가상 실의 구 이 가

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기를 포함해 고도화되

고 미래지향 으로 변하고 있는 H/W  측면에

서도 호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설문조사나 선행연구에서도 주장되었

듯이 교과서 문도서 만의 특화콘텐츠와 서

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역사  가치가 있는 원

문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하되, 교과

서 특화 도서 이라는 기 만의 특색이 부여된 

콘텐츠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특

히 교과와 교육을 주제로 한 다양한 멀티미디

어 교육학습콘텐츠, 홈스쿨링이 가능한 콘텐츠, 

연령에 상 없이 학습․이해가능한 콘텐츠의 

제작이 필요하다. 한 서비스의 시행 범 가 

차 확장되어가고 있는 U-라이 러리, 안방

도서 (홈라이 러리)의 개념을 도입․ 용하

여 교과서 문도서  한 디지털도서 으로

서의 입지를 다져야 한다. 제공되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포맷에 해 교과서 문도서 뿐만 

아니라 타 도서 , 콘텐츠 제작업체, 솔루션 제

공업체 등과 력․연계하여 표 화하며, 어느 

기기에서나 이용가능하도록 호환성을 유지해

야 한다.

셋째, 오 엑세스, 메타데이터, TB-커먼스공

간, u-라이 러리의 구축과 표 화가 요구된다. 

 국민이 이용하는 교과서 문도서 에서는 이

용자뿐만 아니라 작자 한 국민으로서 그 권

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작권문제를 해결해

야 하며, 오 액세스, CCL 등을 도입하여 이용

자가 콘텐츠를 직  제작할 수 있는 공간 등에

서 생산된 정보가 정보이용의 벽에 부딪히지 않

도록 해야 한다. 한, 교과서라는 주제를 심

으로 하는 교과서 문도서 에서 KORMARC

이나 DC, KEM 등을 반 한 개별메타데이터나 

목록방법을 개발하여 비슷한 주제를 이용하고 

있는 도서   업체들에게 표 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 도서 을 찾는 사람들이 정보검색, 수

집, 제작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보공유

와 함께 정보의 자유를 리고 공개 소 트웨

어, 공개 이용 등 오 된 공간으로서 서비스의 

공유가 가능한 인포메이션 커먼스공간(IC)에 

Textbook의 개념을 으로 포함시킨 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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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스(TextBook Commons)라는 새로운 온․

오 라인공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간

은 교과와 련된 모든 정보를 구나 제작․공

유할 수 있으며, 련 기 과의 약  네트워

크를 통해 교과서를 주제로 한 시나 행사뿐만 

아니라, 최신자료  주제별 연구자료 제공 서

비스, 이용자를 상으로 한 교과 련 강의 개

최 등 이용자서비스를 으로 제공하는 공

간이 될 것이다.

넷째,  연령층이 이용가능한 이용자 심

의 오 라인 공간이 요구된다. 일반 이용자가 

연령, 성별, 직업에 상 없이 이용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디자인해야 하며 앞서 제시했

던 IT기반 기술 환경의 변화에 응할 수 있는 

정책을 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이

용자행태에 맞추어 PC, 모바일로 속가능한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기를 비치하여 

교과서 문도서 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이 구축되어야 한다. , 이용

자에는 장애인과 같은 정보취약계층도 포함되

므로 시각․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

층이 교과서 문도서 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이 없어야 하며 이는 온라인공간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2) 추진 략  과제

KERIS가 주 하여 제작한 디지털교과서는 

인쇄형 교과서로 체험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포함하여 연구학교에 보 되고 있다

(최진원 2011). 차  범 로 확 되어가는 

KERIS주 의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원문 

그 자체의 디지털화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문도서 은 ‘원문의 특성을 최 로 유지하여 

시 별 교육을 조명하는 사료로서의 가치 보

존’이라는 목 로 운 이 가능할 것이다. 이

러한 역사  가치로서의 원문 보존과 교과서 

련 자료의 리에 한 통합은 결국 앞으로 

이용할 이용자와 재 이용할 이용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역사  가치로서 최 한 원문을 유지

하는 범  내에서의 디지털화, 특화된 국가도

서 으로서 범 한 교육․교과 련 DB 구

축  제공, 특화콘텐츠 구축  제공, 교육․

교과연구의 심 기 으로서 국내외 기 과 

커뮤니티의 연계  지원, 그리고 모든 이용자

가 제작․공유가능한 교육콘텐츠 제작 솔루션

의 구축  제공 등이다.

4.3.2 교과서 문도서  특화콘텐츠

교과서 문도서 은 온․오 라인 공간에

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검색과 

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교과․

교육과 련된 분산된 정보원과 다양한 콘텐츠

를 수집․가공하여 연구자, 교사, 학생  학부

모, 정책기 이나 출 업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

문도서 만의 특화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

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최 한 구 하고 수정․

보완함으로써 근성과 이용률을 높여 국내 유

일의 교과서 문도서 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도 1단계 설문조사연구와 

사례조사,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 지고 

있는 바이다. 

첫째, 이용이 편리한 교과서 원문제공서비스

를 해야 한다. 교과서 문도서 에서는 최 한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한 교과서 문도서  발 방향 모색에 한 연구  41

<그림 2> 교과서 문도서  포털 유통 모형

원문과 가깝게 디지털화하여 제공해야 하며, 이

용자들이 특별한 뷰어나 로그램의 설치 없이

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

공은 정보취약계층이 교과서 문도서 을 이용

할 때 용이하게 다가올 수 있다.

둘째, 공식 ․비공식  교수학습자료  교

육 커뮤니티의 통합, 극 인 지원이 요구된다. 

․ ․고등학교 교사나 학교도서 사서의 

경우 각 분야별 커뮤니티의 활성도가 높으며 공

유된 자료는 회색문헌처럼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 교과별 커뮤니티가 있으며 여기에

서 생산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생산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커뮤니티

에서 생산되어 이용이 검증된 양질의 정보를 통

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해서는 재 다

양하게 운 되고 있는 공식 ․비공식  교수

학습자료  교육 커뮤니티의 통합하여 자료의 

제작․공유가 편리한 온․오 라인 공간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 련도서 추천서비스가 요구된다. 

교과 련도서  특히 문학의 경우 교과에 수록

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그러나 교과 련도서는  과목에 걸쳐있고 부

분 으로 인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련도서

를 수집하다보면 교과서 문도서 으로서의 본

질이 희미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각 학교  교

과별로 학교 추천도서, 독서퀴즈 회 도서, 

학 추천 ․ ․고 도서 등으로 구분하여 추

천하거나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4.3.3 TE Gateway

국내외 사례분석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과과정 연구논문, 해외 교과서 

련 학술자료, 교육용 통계 등의 문정보제공

을 한 TE Gateway(Textbook and Education 

Gateway) 연구정보망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교과서와 련된 법들에 한 개정안들이 제

시되고 있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이 연구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교육연구를 참고하고  연구자들에게 아

이디어를 제공하는 순환  과정에 있기 때문

에 교과서 문도서 으로서 교과서라는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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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심으로 주

변을 둘러싸고 있는 연구와 학술자료, 통계, 

연구단체  기  등에서 제작․유통․공유되

고 있는 데이터와 회색문헌 성향의 자료들까지 

망라 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그림 3> 교과서 문도서  연구정보망 

TE Gateway모형

이러한 학술․ 문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연

구자들만을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일반인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커뮤니티  통

계자료, 학술자료에 한 체계 인 수집과 제

공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유일의 교과․교육

과정 문도서 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첫째, 다양한 교과보조자료 제공서비스가 필

요하다. 교과서 문도서 을 이용하는 이용자

는 교과서 원문의 이용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내

에서의 보조매체나 심화자료  보충자료 등도 

요구할 수 있다. 보조매체, 교과내용의 멀티미

디어 자료, 학습지 등의 제공은 교수학습커뮤니

티서비스의 지원이나 홈스쿨링 콘텐츠, 솔루션

제공서비스 등의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교과과정별 문화된 교수학습커뮤니

티서비스를 해야 한다. 재 폐쇄 으로 운

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만 활발하게 운 되는 

커뮤니티를 비롯한 다양한 교수학습커뮤니티

의 통합은 교과서 문도서 의 문성을 강화

하고 교과서 문도서 의 온․오 라인 활성

화와 제공 콘텐츠  서비스의 수 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교과 련 모든 정보의 통합검색서비스

를 해야 한다. 교과과정  교육에 필요한 자료 

 데이터에는 물리 매체  문헌뿐만 아니라 

분야별 , 교육용 동 상  래시․이미

지․사운드 등의 멀티미디어 매체, 해외의 통

계자료  국외 , 국외 출 사  교육기

에서 생성한 다양한 교육자료 등이 포함된다. 

교과과정  교육분야는  분야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문도서 에서 모든 데이

터를 제공하기보다는, 타 도서 의 자료도 통

합 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홈스쿨링이 가능한 수 으로 제작된 

교과 련자료의 구축․제공서비스가 필요하

다. 교과서 문도서 은 교과서가 지닌 ‘교육’

이라는 특성을 반 해야 한다. 교육이 지닌 사

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

을 이수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해 홈스쿨링이 

가능한 콘텐츠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해

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수 까지 학교

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한 교과서 문도서  발 방향 모색에 한 연구  43

있어 그 수가 긴 하지만, 홈스쿨링이 존재한

다. 한 검정고시 상으로 학교 퇴자나, 

노인, 장애인학생, 주부 등도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잠재 인 이용층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서비스

가 필요하다. 특화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문가가 구축한 콘텐츠 문가커뮤니

티와 연계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학술․ 문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매체가 범 한 이용자의 요

구  수 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각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수 이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

공해야 하며, 제작된 콘텐츠는 제작자의 의도

에 따라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솔루션 

 공간의 제안은 제2차도서 발 계획에서도 

2013년부터 ‘무한상상실’ 등으로 시범조성 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을 바탕으로 창작지원을 한 

다양한 콘텐츠  솔루션 제공을 해 ‘무한상

상장터(가칭)’앱을 개발․보 할 것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무한상상실’은 이용자가 자신이 이

해한 방식으로, 교육목 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

작․공유하기 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교과서

문도서 의 추구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 하

지만 ‘무한상상실’의 맥락과 비슷하게 제작․운

할 수 있을 것이며 googleDoc, MSoffice, 아

래  등을 이용해 웹문서의 작성이 바로 가능

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인 기능 외에도 동 상 제작, 래시 일 

제작, 간단한 포토샵의 기능 등을 포함하여 복

합 인 멀티미디어매체의 제작이 가능한 솔루

션이 필요하고 오 라인공간에서는 이러한 모

든 활동이 가능한 집약 인 공간으로서의 환경

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교과서 문도서

에서의 교과서  교과서 련 정보원의 효율

성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할 수 있다.

∙국내 교과서 련 정보제공기 과의 력네트워크 

구축

∙국외 교과 련 정보제공기 과의 력네트워크 구축

∙교과서 련 출 기 과의 력네트워크 구축

∙교과서  교과서 련 원문DB 구축

∙교과서  교과서 련 수록 매체의 다양성 확보

∙학생․학부모․교사 등 이용자 수 별 교과 보조자료 

제작․제공

∙로 활용교육, 민속문화교육 등 특화콘텐츠 구축제공

∙콘텐츠 공동 구축  공유 공간 제공

∙교과와 교육에 련된 황  통계자료의 DB화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의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 

 근가능한 방법 개발

<그림 4> 특화콘텐츠 기반 교과서 문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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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5.1 결론

교과서 문도서 은 교육의 본질  내용을 담

고 있는 교과서의 질  수  향상과 교과서 제도

에 한 국제 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련한 종

합 연구기능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

라 교과서를 수집  보존하는 문도서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문도서 에 

한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운 인력, 시설, 산 

등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문도서  통합 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리기능의 

통합하고 효율 인 운 정책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문도서 의 분

산되어 있는 리기능의 통합  효율  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연구목 을 달성하

기 해 설문조사, 문헌  사례연구, 조사자료 

분석  시사  도출, 그리고 자문 원단의 의

견수렴과정을 거쳤다. 

교과서 문도서  구축  운 의 장기 정

책방향은 크게 교과서 문도서  조직  운 , 

교과서 문도서  정보자원의 수집  목록작

성 방안, 그리고 교과서 문도서  정보화 략 

 특화콘텐츠의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

다. 

5.1.1 교과서 문도서  조직  운

재 운 되고 있는 교과서 문도서 의 조

직  운  황을 바탕으로 교과서 문도서  

업무조직  운 에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과서 문도서  업무조직을 확 하여 

자료 리부, 참고서비스부, 기획연수부, 교과서

박물 , 교과서연구소를 하 부서로 두어야 한

다. 둘째, 교과서 문도서 만의 장서개발정책

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 문

도서  정보원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교과서정보 은 도서 에서 수행되는 일반 정

보 사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되 교과서분

야로 문화되고 특성화된 정보 사업무를 수

행해야 한다. 다섯째, 교과서  교과 련 정보

원 통합센터 구축, 교과서 DB화, 특화콘텐츠 구

축, 력활동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5.1.2 교과서 정보자원 수집범   수집방안

교과서 문도서  정보자원의 황을 바탕

으로 수집의 필요성과 문제 을 악하여 수집

범   수집 방안, 목록작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자료의 수집범 를 확 할 필요가 

있으며, 수집해야 하는 정보자원의 범 는 유형

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교과용도서, 연구자료, 

교구, 교과서 삽화 등으로 나 어 수집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수집 방안에 한 것으로 소재가 악

되지 않은 교과서나 민간이 소지한 교과서들을 

모두 수집할 수 있는 교과서 수집 방안을 마련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과서도서  정보자원

의 수집은 구입에 의한 수집,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기증․교환에 의한 수집방법이 있다.

셋째, 교과서  지도서(교과용도서), 연구자

료, 참고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면 수서 상의 

선정이 용이해지고 이용자의 정보 근성이 향

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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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교과서 문도서  정보화 략  

특화콘텐츠의 구축

교과서 문도서 은 교육․학습에 심이 있

는 모든 이용자를 상으로 하여 교과서를 주제

로 특화된 문도서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교과서 문도서 은 우리나라 교육자

료의 유산인 교과서에 한 보존과 분산․ 리

되고 있는 교과서 자료에 한 통합 인 리

의 필요성이 두되면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정보화 략  특화콘텐츠 구축방향을 제안하

고 있다.

첫째, 교과서 문도서 은 원문의 특성을 최

로 유지하여 시 별 교육을 조명하는 사료서

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목 로 운 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  가치로서의 원문 보존과 

교과서 련 자료의 리에 한 통합은 결국 

재와 미래의 이용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역사  

가치로서 최 한 원문을 유지하는 범  내에서

의 디지털화, 특화된 문도서 으로서 범

한 교육․교과 련 DB의 구축  제공, 교과서

문도서 으로서 특화된 콘텐츠 구축  제공, 

교육․교과연구의 심 기 으로서 국내외 기

과 커뮤니티의 연계  지원, 모든 이용자가 

제작․공유가능한 교육콘텐츠 제작 솔루션의 

구축  제공 등이다. 

둘째, 교과서 문도서 은 이용자의 요구를 

최 한 구 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근성

과 이용률을 높여 국내 유일의 교과서 문도서

으로서 그 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용이 편리한 교과서 원문 제공서비스, 

공식 ․비공식  교육 커뮤니티의 통합  

극 인 지원, 학교별 추천도서, 독서퀴즈 회 도

서, 학 추천 ․ ․고 권장도서, 교과과정 

연구논문, 해외 교과서 련 학술자료, 교육

용 통계 등 문정보제공을 한 TE Gateway 

(Textbook and Education Gateway) 연구정

보망 구축 등이 요구된다.

5.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사례조사, 연구자료

조사 등을 통해 교과서 문도서 의 발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표 으로 교과서 문도서

 포털사이트의 구축  운 을 제안하고 있으

나, 다음과 같은 연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과서 문도서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도서 을 포함하여 

부분의 도서 이 체계 인 장서개발정책을 수

립하여 용하고 있는 반면에 재 교과서

문도서 은 장서개발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장서개발정책은 도서 의 특성화와 발

방향을 잡아주는 가장 기반이 되는 정책이

므로 반드시 연구를 통해 개발  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성화콘텐츠의 지속 인 구축  주제

별가이드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밝 졌

듯이 우리나라에는 특성화된 교과서 련 콘텐

츠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에

서 제안된 내용 이외의 수많은 특성화콘텐츠를 

지속 으로 발굴하여 구축함으로써 교과서 문

도서 이 교과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

를 지속 으로 구축하기 한 주제별가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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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력망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 

국의 교과서 콘텐츠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한 

력망 확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력망 확  구축, 교과서정보 확  구축, 다양

한 교과서 련 콘텐츠 확보, 국내외 교과서 

련 콘텐츠 구축, 수집된 콘텐츠 재가공을 통한 

이용자서비스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교과서 문도서  장기발 계획 수

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과서 문도서  포

털사이트 구축  운 과 련된 연구로 교과서

문도서 의 체 인 상황을 반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재 교과서 문도서 은 공간, 

인력, 자원 부분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 확 가 요구되고 있고, 한 교

과서 련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가 되

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체계 인 확장

과 서비스 확 를 해 교과서 문도서 만의 

장기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과서박물  구축의 극  검토가 

필요하다. 교과서정보 은 후세에 교과서정보

를 물려주어야 할 역사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교육 문가들이 수시로 교과서 

련 역사를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교과서박물 을 온오 라인 형태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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