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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특성화 도서  사례를 조사하고 특성화 정책, 특성화 분야, 특성화 효과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첫째, 도서 의 특성화 정책은 국내외 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특히 국내의 경우 1998년에도 단기 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고, 13개가 특성화도서

으로 지정되어 그  9개가 지 까지도 운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특성화 유형이나 방향을 

보았을 때, 장서 특성화 련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 표도서 들도 체 주제분야를 서비스하

되 나름 로 특성화 주제를 지정하여 집 으로 자료 수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특성화 도서 에 배치될 문인력의 자격, 자질, 역량 등에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이미 특성화된 도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요구사항 등을 악하여 이후 특성화를 추진하는 도서 들에게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library specialization, and 

specialization policies, areas, and effects in order to delineate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on the subject.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library specializatio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Korea, a short-term policy was implemented in 

1998, designating 13 special libraries, nine of which are currently in operation. Regarding types 

and directions of specialization, specialization of collections was found in many cases.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ies were also found to have designated specific subjects they focus individually 

in terms of collections and services while providing services in subject areas. The future directions 

include research in qualifications and competence of professionals employed in special libraries, 

and in user satisfaction and needs to inform libraries’ efforts for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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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공도서 의 특성화는 사람들의 학습 요구

나 즐거움을 하여 문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방 인 원조와 동시에 그 상과 

테마에 따라 한 도서 서비스도 창조해 가

는 것이다(박미  2007; 박온자 2005; 홍희경 

2008). 지역사회에는 독서나 음악의 감동을 나

어 가지기를 원하는 이용자, 청소년 문제, 가

족 문제들로 고민하는 이용자 등 다양한 구성원

들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때 공공도서 이 지역과 함께 발 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진하는 것이다(황 숙, 김수경, 박

미  2008). 이에 차별화와 집 화를 통한 공공

도서 의 특성화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  요구

에 해 극 으로 응하고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Rockefeller 2008). 

재 공공도서 은 ‘이용자의 내방을 통한 

찾아오는 서비스’의 개념에서 ‘이용자를 찾아

가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환되었다. 공공도

서 은 특성화 된, 즉 보다 세분화되고 문

인 자료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며 

각종 자료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발 의 견인차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차연호 

2005; Ladhari Morales 2008). 결국 공공도서

의 특성화는 지역주민이 문화시민으로서 질 

높은 삶을 할 수 있는 각종 로그램의 운

은 물론 시 의 흐름에 맞는 주민의 다양하

고 변화되는 도서 에 한 요구에 련된 정

확한 단을 기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

아가 지역의 표 인 특색을 살려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함께 

지역발 에 도움을 주는 공공도서 의 경

략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 부(  문화체육 부)에서는 다양

한 자료 혹은 이용자에 따라 특화된 자료와 서비

스를 제공하는 특화도서 을 1998년부터 2000

년까지 지정․운 하 다. 당시 특화도서 으

로 지정된 도서 들  일부는 매우 활성화가 

잘 되어 있으나 일부 도서 은 계속 인 지원

이 부족하여 특화사업이 단되었고, 문화

부(  문화체육 부)의 특화도서  사업

도 후속  사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 2002년 

이후 단되었다. 그에 따라 특화도서 에 

한 연구 한 과거 문화 부(  문화체육

부)에 의해 지정되었던 도서 을 마지막으로 

단되었다. 

이후 도서 들은 자체 으로 특화 주제를 지

정하여 그에 따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는 특

화도서 으로서 운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새롭게 생겨난 특화도서 에 한 연구  

황 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7년에 들어서서 문체부는 다시 특화도서

 지정  육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지

역 특성의 문화  차별화된 도서 서비스 제

공과 지역 문인력 채용으로 문일자리를 창

출하겠다는 방향에서 지역주민에게 음악, 여행, 

과학 등 도서 별 특성화 주제를 기반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특화도서  사

례를 집 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공공도

서 의 특화서비스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

다. 



 도서 의 특성화 정책과 방향에 한 연구  243

2. 이론  배경

2.1 도서  특성화의 필요성과 유형

특성화란  조직경 의 한 략으로 한 

상에서 각각 구분해내어 차별화시키고 그 차별

화된 개체를 집 으로 리하여 보 , 서비스 

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반병길 2004; 이신모, 

한만호 2002).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

지면서 천편일률 인 조직의 경 은 그 한계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직체들이 생존

하고 세워진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다른 조

직과 같은 방식으로 운 되어서는 안 되며, 

한 변하는 내외 인 환경에서 타성에 젖은 

통 인 방식에 의해 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특성화 략을 통한 조직의 경 은 오

늘날의 어느 조직경 에도 극 으로 수용되

는 추세이다.

이러한 특성화 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차별화 략은 조직이나 

기업이 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련하여 

해당 산업분야에서 독특하고 차별 인 것을 시

장에 도입하는 략이다. 이러한 차별화 략 형

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과 상표의 이

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특허권을 이용하는 방법, 

뛰어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특이한 유

통경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 집 화 략은 특정의 고객층․제품․

시장․기술 등 비교우 가 있는 부분에 회사의 

노력을 집 시키는 략이다. 즉 자사의 상품이

나 서비스를 체산업에 맞추기보다는 좁은 시

장에서 경쟁우 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략은 

보다 범 한 역에서 경쟁을 벌이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한정된 략목표를 보다 효과

이고 능률 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제에 바탕

을 두고 있다. 크게는 같은 기 이더라도 차별

화와 집 화 략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만족감

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다양한 연령과 취향의 사람들이 선택하여 이

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어느 경 조직체에서나 그 조직체

의 성격과 경 이념에 맞는 사업부분을 선택하

고 차별화하여 집 으로 리하는 것이 요

하다. 이는 제한되어 있는 자원의 활용도를 최

로 할 수 있는 효율 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화를 해서 조직체는 기 의 성격, 

조직규모, 조직구조, 산 등에 한 내  이해

를 바탕으로 기 의 상, 시장에 한 외부 요

소를 고려하여 특성화에 한 략을 세우고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와 같은 맥락에서 공공도서 의 특성화란 

공공도서 이 제공하는 자료나 서비스에 한 

차별화와 집 화를 통한 운   리를 의미한

다(송갑순 2004; 이소연 2004; 차연호 2005). 

역 내용

상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외국인

서비스 내용 도서  이용교육, 문화 로그램 운 , 상호 차서비스, 참고서비스, 정보화 등

특성화 자료
- 각 도서 의 특성화 주제를 기반으로 한 자료

- 미술, 실학, 시문학, 역사, 특허, 지도, 교육자료, 진학, 향토자료 등

<표 1> 특성화도서 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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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공도서 의 특성화  한 방향은 집 화로

서, 한 분야를 선정하여 사함으로써 공공도서

의 재정  결함을 탈피하고 문화된 도서

의 발 을 통해 심화되는 이용자의 요구에 효과

으로 응하는 것이다. 한 여러 가지 차별

화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각 공공도서

이 특성 있는 자료를 수집, 배포하는 기능을 확

장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요구에 응하기 한 

정책이다. 한 지역의 여러 공공도서 이 각자의 

특성화를 이루어 일정한 재정에서 효율 인 정

보 수집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자료와 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들로 하여  도서

을 찾아가면 보다 합한 정보, 재미, 색다른 경

험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 도서 의 유형은 서비스 상, 서비스 

내용, 자료의 주제 등을 기 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첫째, 도서 을 사용하는 상에 따른 특화

도서 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외국인으로 나  수 있다. 둘째, 서비스 내용은 

도서  이용교육, 문화 로그램 운 , 상호 차

서비스, 참고서비스, 정보화 등 도서 에서 이

루어지는 서비스로 나  수 있다. 셋째, 도서

이 가진 특성화 자료는 각 도서 의 특성화 주

제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의미하며, 주로 향토

자료, 문학, 역사, 지도, 특허, 행정 등의 분야별 

자료 등을 포함한다. 

2.2 선행연구

공공도서 의 특성화 역은 어린이, 노인, 

외국인 등 상, 도서 이 제공하는 서비스, 특

성화 자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공공도

서  특성화와 련된 논의는 2000년 부터 꾸

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장서 특성화, 

문인력, 로그램 특성화 등에 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먼 , 박 주(2012)는 인천 화도진도서  향

토개항문화자료 을 심으로 공공도서  장

서특성화 사례 연구를 실시하 다. 화도진도서

은 1988년 개  부터 향토자료코 를 마련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향토사학자인 

이훈익 선생을 심으로 인천의 역사에 심있

는 분들의 자료기증으로 향토자료 수집의 기틀

이 마련된 상태 다. 2000년에는 문화 부의 

특화도서 (개항문화자료 )지정 사업에 선정

되어 인천의 향토역사자료와 개항자료를 본격

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이 후 지역발간 자료

의 집  수거, 개인 소장가 상 기증 유도 등을 

통해 지속 으로 자료 수집을 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토개항문화자료  자문 원회를 구

성하여 자료 선정  심의를 거치고 있다. 자료 

수집과 더불어 자료보존, 자료발간, 향토역사

교육, 온라인서비스 등을 체계 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노 희, 강정아(2014)는 

공공도서 을 심으로 한 향토문화콘텐츠 수

집, 분류, 보  등에 해서 조사하 으며, 정부

정책 수행 시 도서 이 어떤 방법으로 향토문

화콘텐츠를 확보하고 국 공공도서 과 력

하여 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공공도서 은 

향토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기  등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근성이 높아, 지역주민의 지식 

 심 강화, 지역의 역사성 보존 등의 공공  

역할을 해 지역의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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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타당하며, 

도서 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자체  앙정

부의 극  심과 지원 유도 그리고 타 기

과의 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의한 향토문화콘

텐츠 리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애(2004)는 국가  학 차원에서 연구

의 활성화를 해 학도서  특성화 정책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하여 랑스에서 실

시․운 되고 있는 CADIST의 도입배경, 역할, 

운 방안 등을 고찰하 다. 이 정책의 목 은 기

학문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

들이 서로 유기 으로 발 할 수 있도록 학도

서 의 특성화를 통해 학술정보의 망라  수집 

 학술자료의 효율 인 유통을 통한 공동이용

에 있으며, 이는 문화․세분화한 학술자료의 

수집  공동이용은 학 내 연구의 활성화, 

학간 다양화․특성화․지역화를 추진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노 희(2006)는 학도서 의 주제별 특성

화․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학술정보 공

동활용체계 모형을 제안하기 하여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을 심으로 형성된 력망을 이용

하는 방법, 주제 는 지역별로 형성된 각종 

의회를 심으로 주제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이

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특성

화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의 학도서  특성화 

정책 등에 해 종합 으로 제시하 다.

이와 련된 연구로 교육인 자원부(2002)

는 학도서  활성화 방안을 한 공청회를 

열어 ‘ 학별 지식정보 자료 특성화’를 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별로 지식정보자료의 

역별 특성화를 한 역할분담을 유도하고자 

하 다. 이와 함께 숙명여자 학교 세계여성

문학 을 성공사례로 제시하여 학별로 특성

화 도서 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 다. 곽승진 

등(2010)은 행정정책분야의 특성화 도서 인 

국립세종도서 의 경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

정보서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 다. 한 반달림, 오동근(2015)은 

구 역시 공공도서 의 특성화 자료 운 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이를 해 구 역시 

공공도서 의 특성화 장서 운  황을 비교분

석 하 다.

3.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  특성화 련 정

책이나 지역 표도서  특성화 사례, 로그램 

특성화 사례 등을 집 으로 분석함으로써 향

후 국내 공공도서 의 특성화 정책의 방향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이와 련하여 

제기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RQ 1: 도서 의 특성화 정책은 국내에서

만 추진되는 정책인가? 특성화의 주요 목

은 무엇인가?

∙RQ 2: 도서  특성화의 유형과 방향은 어

떠한가? 

∙RQ 3: 도서 의 특성화는 종별로 차이

를 보이는가?

의 연구질문은 도서  특성화 사례, 선행

연구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결하고자 하

으며, 논의부분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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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  특성화 사례

도서  특성화 황  사례를 조사하기 하

여 국내  국외의 주제별 특화도서 을 조사하

으며, 국내의 주제 특화도서 은 다시 주제 

특화도서 과 학도서  주제특화 서비스로 

나 어 조사하 다. 국내 주제 특화도서 은 문

화체육 부에서 운 하는 ‘2017 특화도서  

육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0개의 도서 을 조

사하 다. 국내 학도서 은 주제특화서비스를 

운 하는 약 71개의 도서   3개의 도서 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국외 주제 특화도서 은 

일본과 미국의 운  사례를 조사하 다.

4.1 도서  특성화 련 정책 사례

도서 의 특성화 정책은 도서 의 종, 서비

스 상, 서비스 주제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수

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랑스

는 학도서  특성화 정책(CADIST: Centre 

d’acquistion et de diffusion de 1’l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을, 스칸디아 계획

(Scandia Plan)은 주제별 특성화를, 턴 계

획(Farmington Plan)은 문도서 의 특성화

를 목 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독

일문화재단(DFG) 로젝트, 문화 부 특화

도서 지정사업(1998-2001) 등의 사례들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국가  차원에서 정책 으로 시도되어진 것

은 1998년 문화 부(  문화체육 부)의 

국특화도서  사업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높

아 가는 지역 주민의 정보 요구 수 에 처하

고, 지역 특성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보존을 목

으로 지역 공공도서 에 특화 주제를 선정하

구분 내용

학도서  특성화 정책
(CADIST)

(김선애 2004)

∙ 랑스의 학도서  특성화 정책(CADIST: Centre d’acquistion et de diffusion de 
1’l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으로 국가차원에서 요한 학문분야를 제시함과 
동시에 학의 역사와 통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학에 주요 학문분야에 한 학술자료의 
망라  수집, 배포  정보제공 서비스에 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함

스칸디아 계획
(Scandia Plan)

(Hannesdottir 1992)

∙스칸디나비아 4개국(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동 수집 계획으로 4개국이 
지역 으로 인 하고 문화 , 사회 , 언어 으로 유사하다는 장 을 이용하여 수집할 
주제분야를 분담한 계획

턴 계획
(Farmington Plan)
(Wagner 2002)

∙미국의 60여개 문도서 이 각기 주제분야를 분담, 배정하고 해당 주제분야의 외국 출 물 
 조 이라도 학술  가치가 있다고 단되면 1부 이상을 의무 으로 구입하게 하는 

것으로 구입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 됨

환태평양디지털도서 연합
(PRDLA)

(Miller&Karl 2000)

∙호주, 캐나다, 국, 일본,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만  미국에 있는 13개의 유명한 
학도서 들의 의회

∙환태평양을 통하여 학술 인 연구자료에 용이한 근을 진하기 해 자원공유, 문헌제공, 
력 인 장서개발 인력자원 교환, 기술 공유 실 을 목표로 함

독일문화재단
(DFG)

(심원식 2005)

∙학술문서 리정보화 로젝트를 실시하여 학술연구 지원을 해 독일 내의 학  연구단체
에 효율 으로 신 인 정보 인 라  시스템의 구축을 목 으로 주제별 로젝트 지원, 
장서 구입  인쇄/디지털도서  구축을 한 지원 등

문화 부 특화도서 지정사업
(문화체육 부 2017)

∙문화 부 주 으로 1998년-2001년까지 진행된 특성화도서  사업으로 총 13개의 도서
이 선정되어 지역의 문화 , 역사 , 산업  특성을 살리고자 하 음

<표 2> 국내외 도서  특성화 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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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연도 도서 명 특화분야 운 여부

1988

1 경북 경주시립도서 신라문화 ○

2 경기도 남양주도농도서 실학 ○

3 강원도 춘천시립도서 애니메이션 ☓
4 충남 부여도서 백제문화 ○

5 북 주도서 국악( 소리) ○

6 남 주산수도서 미술 ○

1999

7 구 앙도서 섬유산업 ☓
8 부산 정도서 상자료 ☓
9  한밭도서 과학기술 ☓
10 충북 제천시립도서 의병활동 ○

11 경남 창원시립도서 공업환경 ○

2000
12 제주 서귀포시립도서 ○

13 인천 화도진 도서 개항자료 ○

<표 3> 특화도서  운 여부

여 공공도서 의 재정  결함을 보완하고 문

도서 으로의 발 을 통한 정보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기 한 ‘특화도서 ’ 사업의 목 은 첫

째, 공공도서 을 21세기 문화시   지식정보

사회의 선도 인 종합정보문화센터로 육성

하고 둘째, 산업․문화  특성을 공공도서 에 

목시켜 도서  운 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특화도서 은 국 16개 역시․도에 

희망하는 도서 을 지정하여 지역의 역사 는 

산업의 특성과 련된 주제를 특성화하도록 하

다(홍희경 2008).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역시․도에 1개

씩 13개 이 지정․운 되었다. 그 당시 특

화도서 으로 지정된 도서 들  일부는 매우 

활성화가 잘 되어 운 되었으나 일부 도서 은 

계속 인 지원이 부족하여 특화사업이 단되

었다. 한 문화 부(  문화체육 부)의 

특화도서  사업도 후속  사업으로 연결이 되

지 않아 2002년 이후 단이 되었다.

재 운 상태를 살펴보면 13개   4개

이 단된 상태이며 나머지 9개 은 운 이 잘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인천 

화도진도서 은 지정이 된 이후 향토개항문화

시 이 보완되어 매우 활발하게 운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4.2 지역 표도서  장서 특성화 련 사례

11개의 지역 표도서   주제별로 특성화 

장서를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련 정보를 공개

한 도서 은 서울도서 , 주 역시립도서 , 

구 역시립 앙도서 의 3개 도서 으로 나

타났다. 

서울도서 의 서울기록문화 은 서울특별시

의 기록과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는 지식공간으

로 서울의 과거와 재, 미래를 잇는 역사 공간

으로 기록정보 시, 주요 기록물 열람, 정보공

개청구 상담 등의 로그램으로 운 되고 있으

며, 서울기록문화 의 공개된 요기록물 원문

은 2016년 4월 15일 기  총 50,204건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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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자료실(서울시  정부

기  발간물로 행정과 정책연구자료, 서울학 자

료  각종 학회지 비치), 서울문화기록 (서울

시 주요 기성 기록물 원문 등 열람 가능) 등을 

함께 운 하고 있다.

산수도서 은 1998년 12월 문화 부로부

터 미술분야 특화도서 으로 지정되어 1999년 

6월 미술자료실 개실을 시작으로, 국내외 미술

자료와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제공하고 목

차 D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등도서 은 한미 양국 상호 력과 이해 증

진을 한 공동의 트 쉽 로젝트의 일환으

로 아메리칸 코 를 운 하고 있다. 미국에 

한 실제 인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여, 

한미 양국의 우호 력 계증진과 미국 정보자

원의 민 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 

다문화자료실을 운 하여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서로의 문화에 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외에

도 향토특화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직도서 은 시문화특화자료를 제공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가사문학권의 통을 계승발

하고 우리 시문학의 우수성을 새롭게 인식시켜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시문화특화자료

를 수집  제공하고 있다.

구 역시립 앙도서 은 국제정보센터 설

립을 통해 미국에 한 일반 이며 심층 인 

정확한 정보를 구시민들에게 제공하여 한․

미간 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아메리칸 코

를 운 하고 있으며, 미국에 한  주제분

야의 도서, 미 사  력을 통한 미국정보 안

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 세계화 시 를 

비하고 구 내의 국제결혼 가정, 이주 노동자 

가정의 안정 인 정착 기여를 해 다문화 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문화자료실을 개설하여 

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10개국 도

서와 다문화자녀를 한 한국어교재 등을 제공

하고 있다(<표 4> 참조).

도서 명 특성화 분야 특징

서울도서 서울자료

∙서울시의 각 실국본부에서 발행되는 연감, 백서, 보고서 등 간행물의 

원문DB 제공

∙서울시  정부기  발간물로 행정과 정책연구자료, 서울학 자료  

각종 학회지 비치

주 역시립

도서

산수도서 미술자료 ∙ 술, 조각, 서  등 미술 주제별 장서  DB 서비스 제공

무등도서

아메리칸코 ∙미국에 한 실제 인 정보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함

다문화자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8개국 이상 국가에 한 장서 구축  제공

향토자료 ∙ 주 지역 향토자료를 원문DB 서비스 제공

사직도서 시문화 ∙시문학, 동인지, 문학잡지 등 제공

구 역시립

앙도서

아메리칸코
∙미국에 한 주제분야의 도서, 미 사  력을 통한 미국정보 안내 

등 제공

다문화자료
∙ 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10개국 도서와 다문화자녀를 한 

한국어교재 등을 제공

<표 4> 지역 표도서  장서특성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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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서  특화서비스 련 사례

주제  장서의 특성화도 있지만, 서비스를 

특성화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심효정, 이용훈, 박표주(2009)는 2008년 도서  

방문  화, 이메일 인터뷰 등을 통해 도서

에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에 해 조사  정리

하 다. 조사시기로부터 근 10여 년이 지난 지

, 도서 이 제공하는 특화서비스 분야, 제공 

로그램 등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상된다. 

이에 도서  특성화 황에 한 재조사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서 명 특화서비스 도서 명 특화서비스

강원남산도서
농어 도서 , 농업 련도서  특용작물 
련자료 확보

경기안양호계도서 문학  논술

강원춘천소양정보도서
Bio산업특화자료실, 애니메이션특화자료실
(문화 부지정)운

경기양주덕정도서 임산부 특화 로그램

경기가평군립도서 군부  도서 출 확 서비스 경기양평군립도서 향토자료

경기고양아람 리도서 술, 외국자료 경기용인시수지도서 미래정보

경기고양주엽어린이도서 세계 옛이야기 자료 경기의정부시지식정보센터 천문우주체험실, 자연과학실, 문헌정보실

경기고양행신어린이도서 생태, 환경자료 경기이천시립도서 도자기

경기고양화정어린이도서 조형, 술자료 경기 주문산도서 콩, 인삼 자료

경기과천정보과학도서
정보과학나라(1층- 과학놀이동산, 지하1층
- 과학체험동산, 2층- 과학탐구동산, 5층- 
천체 측장) 운  

경기 주시립 도서 향토자료실, 행정자료실

경기 명시 앙도서
향토, 행정사료 : 명의 역사와 인물, 유 , 
미래상에 해 다양한 시물과 명

경기 주시립 앙도서 천문우주체험

경기 명시하안도서 행정논문코 , 행정통계자와 연구자료 보유 경기평택시립도서 어회화 교실

경기구리인창도서 향토자료실 운 , 독서치료 경기평택안 도서 평택 역사인물

경기군포당동도서 상과학체험 경남남지도서 수석 시실

경기군포 야도서 리천문 경상거제도서 민화자료코 , 법령집코

경기남양주시립도서 실학자료 경상경주시립도서 경주역사문화자료

경기도립 앙도서 교과서, 교육자료 등 4만  이상 보유 경상김해도서 족보, 향토자료 등

경기도사이버도서
찾아가는 시각장애인서비스, 경기도 향토, 
행정, 문화 등 련 원문 DB

주 호교육문화회 교육학

경기부천꿈빛도서 어린이 서 주무등도서 향토자료 아메리칸코 운

경기부천시립도서 청소년학습자료실, 기술과학자료실 운 주사직도서 시문학

경기부천심곡도서 역사 주제 문자료실 운 주산수도서 미술자료

경기부천 술정보도서  
‘다감’

술 문도서 주송정도서 농업, 환경

경기부천책마루도서 인문, 사회과학 주시립사직도서 시문학

경기성남도서 음악자료 주일곡도서 민주인권실

경기성남분당도서 논문자료실 주 앙도서 청소년

경기성남수정도서 곤충, 족보자료 주학생교육문화화 아동도서

경기성남시 원도서 여행  지역자료코 , 입시정보코 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 주학생독립운동 사료실

경기성남 앙도서 독서치료 경기수원북수원도서 미술

경기수원바른샘도서 멀티미디어
경기수원서수원지식정보도
서

한국 식물  식물학 박

경기수원슬기샘도서 천문우주 경기수원선경도서 화성 성곽특화자료, 향토자료실

경기수원 통도서 한국학 구 역시립남부도서 지도 문자료코  등

<표 5> 도서  특화서비스 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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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의 특화서비스를 주제별로 분석한 결

과, 지역의 향토자료를 수 집하여 제공하는 도서

이 16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역사 14개, 

술 14개, 해양, 식물, 행태 등 환경과 련하여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이 13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천문학 시설을 운 하는 도

서 , 교육, 과학, 종교 등 도서 은 다양한 주제

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6> 참조).

도서 명 특화서비스 도서 명 특화서비스

경기수원 앙도서 노인복지 구 역시립동부도서 구․경북에 한 신문 스크랩 자료 등

경기수원지혜샘도서 환경에 지 구 역시립북부도서 정보실 등

경기안성시립도서 박두진자료실 구 역시립서부도서 구 경북지역 향토 문인

경기안양시립석수도서 멀티미디어 체험실, 미니천체 구두류도서 족보자료실

경기안양시립평 도서
사서들의 도서요약 정보서비스, 도서요약 
자도서 , 독서정보 소식지 발간(계간)

구시립달성도서 농 계자코

부산 역시립반송도서 사학(역사) 자료실 구 앙도서 섬유산업정보실, 구문화재 등

부산 역시립부 도서 진학지도정보자료실 남부도서 청소년문화극장 등

부산 역시립사하도서 취업정보자료실 북부도서 학 논문자료실

부산 역시립시민도서 고문헌 등 한밭도서 과학기술

부산 역시립해운 도서   여행 효목도서 자도서

부산 역시서동도서 환경 련 자료코 부산 역시립구덕도서 건강 특화

부산 정도서 상자료실 제주시립탐라도서 향토자료

부산시립구포도서 공업자료 제주표선도서 학교교과과정 지원

부산시립 앙도서 향토자료실 제천시립도서 의병활동자료

부산연산도서 해양․수산자료 창원시립고향의 도서 이원수 문학

서울강서도서 허   한의학 창원시립도서 환경자료실

서울고덕평생학습 특수교육(장애인) 충남부여도서 백제문학

서울고척도서 다문화가정 충청연기도서 연기군 지역자료실 운

서울남산도서 외국인을 한 한국안내자료 등 충청제천시립도서 의병특화자료실 운

서울동 문구정보화도서 인문학 강좌 건국 학교 멀티미디어정보센터

서울마포평생학습 미술․시각장애인 경상 학교 남명학고문헌시스템

서울서 문도서 일제강 기 역사 국민 학교 디자인도서

서울어린이도서 교과학습지도 등 구가톨릭 학교 신학도서

서울 등포평생학습 한강 련 동국 학교 불교학자료실

서울정독도서 족보자료 동덕여자 학교 여성학도서

서울종로도서 노인 련 동서 학교 디자인 문도서

울산 남부도서 장애인, 향토자료 목원 학교 헤세도서

인천계양도서 환경 등 부산여자 학교 어린이도서

인천부평도서 발명, 특허자료 서울여자 학교 한국여성 작정보센터

인천북구도서 경제학 성공회 학교 민주자료 , 한성공회 역사자료

인천서구도서 국어 등 성균 학교 존경각

인천연수도서 정보학 등 세종 학교 패션디자인

인천주안도서 물리학 등 숙명여자 학교 세계여성문학

인천 앙도서 동양철학, 기독교 등 순천향 학교 음 자료실

인천화도진도서 향토자료 등 숭실 학교 미디어센터

남나주공공도서 마한, 백제 등 주교육 학교 어린이도서

주시립완산도서 행정자료 등 청강문화산업 학 정보 만화 상도서

제주도서 향토자료 한국교원 학교 교육정보자료

제주성산일출도서  등
한국해양 학교 해양자료

한양 학교 취업, 시(時)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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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도서 수 주제 도서 수 주제 도서 수 주제 도서 수

향토 16 역사 14 예술 14 환경 13

학술 12 교육 10 문학 9 지역 8

멀티미디어 6 어린이 4 천문학 4 과학 3

3 도서 서비스 3 장애인 3 청소년 3

노인 2 다문화 2 종교 2 행정 2

건강 1 바이오 1 임산부 1 지도 1

<표 6> 특성화 도서 의 주제별 분석

4.4 국내외 주제특화도서  사례

도서  특성화 황  사례를 조사하기 

하여 국내  국외의 주제 특화도서 을 조사

하 으며, 국내의 주제 특화도서 은 다시 주

제 특화도서 과 학도서  주제특화 서비스

로 나 어 조사하 다. 국내 주제 특화도서

은 문화체육 부에서 운 하는 ‘2017 특화도

서  육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0개의 도서

을 조사하 다. 국내 학도서 은 주제특화

서비스를 운 하는 약 71개의 도서   3개의 

도서 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국외 주제 특

화도서 은 일본과 미국의 운  사례를 조사하

다.

4.4.1 국내 주제특화도서

1) 공공도서  주제특화서비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의 도서

의 역할에 한 외부의 기 가 달라짐에 따

라, 많은 문가들과 도서  장은 단순한 정

보 제공을 넘어 지속 이고 차별화된 문지식 

제공과 서비스를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와 

회는 지역 환경(문화 ․인구  특성, 보유 

자원, 지자체 정책 방향 등)의 특성을 발 시켜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

하기 해 ‘2017 특화도서  육성’ 시범사업으

로 10개 도서 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주제특화서비스를 

악하기 하여 선정된 10개의 도서 을 조사 

 분석하 다.

선정된 10개의 도서 은 5월 12일( )부터 

25일(목)까지 국 공공도서 을 상으로 진

행된 특화도서  공모에서 주제  사업계획의 

성, 도서 의 역량과 의지, 자원 확보의 지

속성  발  가능성 등을 기 으로 특화도서

에 선정되었다. 

의 기 을 통해 특화도서 으로 선정된 도

서 은 경기도의 주가람도서 , 라남도의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  2곳이 있었으며, 비 

선정된 도서 은 서울의 서울도서 , 마포평생

학습 , 부산의 부산시립시민도서 , 주의 이

야기꽃도서  등 8곳으로 나타났다. 비 선정

의 경우 연말 평가를 통해 지정도서 으로 변

경 여부가 결정된다. <표 7>은 각 도서 별 특

화주제  주요 내용이다. 

2) 학도서  주제특화서비스

국내에서 주제 특화 서비스를 활발히 시행하

고 있는 도서   하나는 학도서 이며, 

재 220개의 학 도서   약 71개의 학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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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서 명 특화주제 주요 내용

경기 주가람도서 클래식

∙ 주시 주민의 문화시설 요구 등으로 국내최초의 클래식 전용공연장을 갖춘 도서관
∙오디오 이어와 헤드셋 구비
∙일반도서에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주의 음악CD와 공연실황 DVD 8,500여장 
구비

남
순천시립조례
호수도서

생태환경

∙순천은 순천정원, 순천만 등 생태수도를 시정목표로 운
∙ 내 생태환경 문도서 이 없이 시정목표에 부응하는 생태도서 을 특화하여 
운
∙도서관자체가 생태환경으로 조성
∙벌 , 풀, 물 등과 함께 도서 서비스 진행
∙특화 담직원 배치로 10진 분류와 상 없이 이용자 근의 서가배치, 생태환경의 
도서  디자인과 월별 테마 시  생태인문학 운  등

서울 마포평생학습 미술, 디자인
∙지역(홍대)특성상 미술, 다자인 등 예술 관련 자료요구 및 이용이 높음
∙인근 학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용이

서울 서울도서
서울시정 
세계자료

∙지리 ․문화  특성상 지역주민보다는 국내 ․외 방문객이 많고 서울 시정 및 다문화 
자료 특화로 서울 중심의 허브 
∙서울자료실: 1971년 도시개발 자료 이외의 서울의 역사  서울시정 자료를 수집․보
존․ 시 등 서울종합정책정보 제공
∙세계자료실: 국제수도와의 네트워크  각국 사  력으로 유럽, 아시아, 동 
등 51개국 문화를 알리는 장서비치, 매월 테마 시, 연  사  업의 내한 청강연, 
온라인서비스 제공 등

부산
부산시립
시민도서

일제 강 기

∙민간에서 운 도서 을 1919년 공립으로 부산부립도서 으로 발족, 일제강점기 
자료 다수 보유 및 수집
∙부산이 지역거 으로 연구  조사를 해 인근지역에서 많이 이용(지역 학생, 
연구자, 일본, 국 등 외국인)

주 이야기꽃도서 그림책

∙ 주시 최 의 그림책 특화도서관 운영을 목표로 개관
∙그림책을 보고, 만들고, 즐기는 도서관으로 조성
∙ 련 책읽기, 쓰기, 그리기, 작가강연, 구  등 련 로그램 활발 *특화장서 60%, 

출 70% 이상

경기 고양화정도서 화훼산업
∙고양시는 ‘고양국제꽃박람회’, 대단지 화원 등 화훼산업과 관련
∙특성화 시갤러리와 자료코   꽃과 련된 인문강좌, 회화, 만들기 등 다수 
특화 로그램 운

경기
고양아람
리도서

술

∙개  지역주민 요구 등을 반 , ‘ 술’ 특성화 도서  운
∙주변 미술 , 음악당 등 문화시설 고려하여 개 , 국내 공공도서   술원서 
가장 많이 비치
∙고향문화재단과 업, 시  공연과 연계한 북큐 이션, 강좌 등 공동 기획운 과 
찾아가는 연극공연 등 다수 로그램 운
∙갤러리 ‘빛뜰’ 운 으로 각종 시 오 닝 지원, 지역주민 술에 한 심 유도

충남
아산시립
송곡도서

건강/
독서치유

∙아산시의 ‘온천’과 ‘은행나무길’을 테마로 건강과 치유를 특화함
∙독서치유상담사 상주
∙어르신 이용률이 높으며, 은행나무 정원이 잘 구비되어 주말에는 가족단  방문객이 
많음
∙건강정보  독서치유, 아토피 리 등 련 로그램으로 도서  이용유도
∙건강치유 특화코   독서치유 역량의 사서 필요

충남
아산시립

탕정온샘도서
웹툰

∙2016년 개 한 신규도서 으로 인근 고등학교가 인 하여 청소년의 근이 
용이
∙청소년들의 ‘웹툰’에 한 많은 심과 직업체험 등 요구
∙만화 련 자료는 부천, 인천에 집 되어  지역에 거   기회마련 필요
∙ 로그램실 구축, ‘웹툰작가와의 만남’, 웹툰제작 등 다양한 로그램 운

출처: 문화체육 부(2017), 다양화, 문화 시 에 도서 이 특별해진다 - 10개 특화도서  지정, 통합 지원

<표 7> 문화체육 부 ‘2017 특화도서  육성’ 사업 선정 도서



 도서 의 특성화 정책과 방향에 한 연구  253

서 이 주제 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주제별 특성화 분야를 분석해 

보면 의학, 치의학, 법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제 특화 서비스를 시

행하고 있는 학도서 의 주제별 특성화 황

은 <표 8>과 같다.

도서  명 분야

가톨릭 동 학교 도서 의학도서

강릉원주 학교 앙도서 치의학 도서

강원 학교 도서 법학/의학 도서

건국 학교 상허기념도서 법학 문도서

건양 학교 캠퍼스 의학도서 의학도서

경남 학교 앙도서 극동문제연구소(IFES)도서실

경북 학교 도서 의학/치의학/법학 분 (상주 캠퍼스)

경상 학교 앙도서 법학/의학/해양과학도서

경희 학교 국제캠퍼스 앙도서 공학도서 / 후마니타스 도서 (교양)

계명 학교 의학도서 의학도서

고려 학교 도서 과학/법학 도서

고려 학교 세종캠퍼스 학술정보원
과학도서 /의학도서 /국제기구자료실/동북아자료실/한국학도서 /박

물 부속문화정보자료실/경 도서

고신 학교 도서 음악도서 /개 주의 문도서

주여자 학교 도서 미용과학 련 특성화 자료실(7층)

국민 학교 성곡도서 디자인 도서

단국 학교 율곡기념도서 의치학 도서

단국 학교 퇴계기념 앙도서 법학 문도서

구가톨릭 학교 신학도서 신학도서

구가톨릭 학교 의학도서 의학도서

동국 학교 앙도서 법학도서 /바이오약학도서

동덕여자 학교 춘강학술정보 여성학 도서

동아 학교 도서 법학도서 / 의학도서

동의 학교 앙도서 의학도서 / 미국학자료/ un자료

목원 학교 도서 헤세도서 / 음악자료실

백석 학교 도서 (천안) 음악자료실/애니메이션자료실/ 시기증자료실/ 신학자료실

부경 학교 도서 공학도서  / 건축도서

부산 학교 도서 의생명과학도서 / 법학도서 / 나노생명과학도서

상명 학교 천안캠퍼스 도서 만화 상자료실

서강 학교 로욜라도서 법학 문도서

서남 학교 도서 명지병원 임상의학도서

서울 학교 앙도서
사회과학도서 / 경 학도서 / 농학도서 / 의학도서 / 치의학도서 / 

국제학도서 / 수의학 도서

서울시립 학교 도서 법학 문도서 / 경 경제 문도서

서울신학 학교 도서 음악도서  

서원 학교 도서 특수자료실(북한)

<표 8> 학도서 의 주제별 특성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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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1개의 학도서 의 주제특화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법학, 의학, 문학, 신학 등의 분야

별 주제특화서비스를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1개의 학교 당 여러 개의 주제특화서

비스를 운 하고 있는 경우도 악되었다. 

를 들면, 서울 학교 앙도서 의 경우 사회

과학, 경 학, 농학, 의학, 치의학, 국제학, 수의

학 등 다양한 주제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

도서  명 분야

성균 학교 학술정보 법학도서

세명 학교 도서 한의학자료실

숙명여자 학교 도서 세계여성문학 / 법학 문 / 음악도서실

순천향 학교 앙도서 천안의학도서

아주 학교 도서 법학 문도서

아주 학교 의학문헌정보센터 의학도서

연세 학교 원주캠퍼스 의학도서 의학도서

연세 학교 의학도서 의학도서

연세 학교 학술정보원 음악도서 / 법학도서

남 학교 도서 과학도서 / 법학 문도서 / 의학도서

남 학교 의과 학 의학도서 의학도서

산 학교 도서 법학도서

울산 학교 의과 학 아산의학도서 의학도서

원 학교 도서 원불교 자료실, 의학도서운 과, 법학 문도서

이화여자 학교 도서 공학도서 / 법학도서 / 신학도서 / 음악도서 / 의학도서

인제 학교 의학도서 의학도서

인하 학교 정석학술정보 법학도서

남 학교 도서 의학도서 /법학도서 /치의학도서

북 학교 앙도서 의학도서 /법학도서 /치의학도서

주 학교 도서 기독교자료실 

제주 학교 앙도서 의학도서 /법학도서 /교육 학 도서 /향토자료서비스

조선 학교 도서 법학학술정보센터/ 의학학술정보센터

앙 학교 서울캠퍼스 도서 법학 문도서

앙승가 학교 도서 불교학 자료서비스

충북 학교 도서 의학도서 / 법학도서 / 과학기술도서

침례신학 학교 도서 역사자료실(침례교 련자료)

칼빈 학교 도서 동서신학자료실

평택 학교 도서 피어선신학도서

한국외국어 학교 도서 법학도서

한남 학교 앙도서 덕밸리 학술정보실/ 미문학자료실/ 미국문화자료실

한서 학교 도서 통령자료실

한신 학교 신학 학원 장공도서 신학 문도서

한양 학교 ERICA학술정보 음악자료실/ 법학자료실/ 의학자료실

한양 학교 백남학술정보 의학학술정보 /법학학술정보

호남 학교 도서 미국학/일본학 자료실

호서 학교 앙도서 온고지신실( 어 문/ 어 국학과를 한 특별 도서 코 )

홍익 학교 앙도서 법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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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도서 의 분야별 주제특화서비스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났다(<표 9> 참조).

총 124개의 주제특화서비스를 운 하고 있

으며, 의학 분야 주제특화서비스가 38개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학 30개, 음악 10개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문도서  주제특화서비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기

, 문도서 은 597개 기 으로 나타났으며, 

문도서 의 주제특화서비스는 경제․경 , 

교육, 군사학, 농수산학, 미디어, 법학, 역사, 

술․체육, 의․약학, 인문사회, 자연과학․공

학, 종교, 행정, 기타 등의 분야로 운 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597개의 문도서 의 주제특화서비스를 분

야별로 나 어 분석한 결과, 크게 총 13개의 분

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자연과학․공학 분

야가 총 147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 89개, 의․약학 83개, 경제․경  51개, 

교육 45개, 술․체육 43개, 인문사회 33개, 

미디어 23개, 역사 19개, 종교 18개, 법학 17개, 

농수산학 16개, 군사학 11개, 기타 2개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4) 지역문화자원의 특성화를 활용한 로그램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는 지역의 역

사, 지리, 문화 등에 한 장서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에 한 이해

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를 들어 논산은 뿌리 깊은 정신

문화와 풍요로운 생활문화의 1번지로 논산지역

의 학자와 유명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논산지역은 향교, 서원, 사우를 

표 인 역사로 꼽을 수 있다. 논산의 표  

역사 인물로는 계백장군, 성삼문, 박팽년 등이 

분야 건수 분야 건수 분야 건수

건축학 1 경 학 2 과학 6

교육 1 만화 2 국제학 6

농학 1 여성학 2 신학 9

디자인 1 역사 2 음악 10

미용 1 공학 3 법학 30

약학 1 사회과학 3 의학 38

정치 1 문학 4 총계 124

<표 9> 학도서  분야별 주제특화서비스

구분
경제
․
경

교육 군사학
농수
산학

미디어 법학 역사
술
․
체육

의
․
약학

인문
사회

자연
과학
․
공학

종교 행정 기타

건수 51 45 11 16 23 17 19 43 83 33 147 18 89 2

<표 10> 분야별 주제특화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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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연산백 놀이, 석 오강지 지와 바지

놀이, 양  탑안이 마을의 소 단지 묻기 등의 

민간문화와 논산의 민간신앙이 있으며, 계백장

군이 이끄는 5천 결사 와 신라의 김유신이 이

끄는 5만군 가 황산벌을 심으로 백제 최후

의 결 을 벌인 곳이며, 논산시립도서 은 이

들과 련된 논문, 보고서, 련 자료 등을 수집

하고 있다. 

논산시립도서 은 공공재인 도서  지식과 

정보에 효율 인 이용자 맞춤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차별화된 도서  서비스로서 지역문화

자원 특화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논산의 

역사 련 로그램, 논산의 민간문화 련 로

그램, 논산학 련 로그램, 논산의 인물 련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한 논산의 진 도서 은 도서  부지에서 

청동기 등 선사시 의 유물과 집터가 발견되어 

선사시  유  테마를 가진 도서  다채로운 

로그램을 운  이고, 태장마루도서 은 수

원지역의 화성행궁 등 지역문화자원을 다양한 

로그램을 운  이며, 화성시립송산도서

은 2012년 개 한 공공도서 으로, 화성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로그램을 운  

이다(<표 11> 참조).

4.4.2 국외 주제특화도서

1) 일본 국립국회도서  간사이 -아시아정

보실

일본 국립국회도서 (日本 國立國 圖書館)

은 일본의 국가 표도서 이자 입법 활동 지

원을 목 으로 국회법 제130조 ‘의원들의 조사 

연구에 이바지하기 해 별도로 정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국립국회도서 을 둔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1948년에 설립된 도서 으로 앙도

서 과 지부도서 으로 구성되어 있다. 앙도

서 은 동지역을 담당하는 도쿄본 과 서

지역을 담당하는 간사이 으로 구성되어 이원

체제로 운 되고 있다.

일본 국립국회도서  간사이 에서는 아시

아 언어 자료, 아시아 계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는 아시아정보실을 운 하고 있다. 아시아정

보실은 간사이 의 특성화된 자료 제공 서비스

센터이다. 1948년 국자료 열람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도쿄본 에서 아시아 련 자료

를 취 하 는데, 2002년 10월 아시아 련 자

료를 간사이 으로 이 하 다. 아시아정보실

은 간사이  지하 1층에 치하고 있으며, 약 

3만 권의 참고도서와 기본도서, 주요 잡지와 신

문을 개가제로 제공하고 있다. 국, 한국을 비

로그램명 우리고장 문학기행

진 도서
‘선사시 로의 여행' 반달돌칼 만들기

팝업북과 함께하는 선사-삼국 문화 이야기

태장마루 도서
수원학 특강: 내고장 수원, 얼마만큼 알고있니
어린이와 효체험, 행궁나들이(화성행궁탐방)

송산도서

Dancing Grapes 로젝트
띠풀꽃 나들이 문화탐방-해설사와 떠나는 공룡화석알산지 가족여행

어린이 갯벌탐사단(제부도)
[일일특강]공룡의 땅 송산, 화석만들기

<표 11> 타 도서  지역문화자원 특성화 로그램 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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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도서(권) 연속간행물/연감(종) 신문(종)

동아시아

국어 363,147 4,385(1,998) 370(78)

한국어 47,218 2940(1166) 175(33)

몽골어 819 19(3) 6(2)

기타 71 6(4) 0(0)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 이어 1,264 231(92) 18(5)

베트남어 5,080 145(76) 16(5)

태국어 4,903 109(45) 6(3)

버마어 1,803 108(4) 4(2)

크메르어 306 4(2) 1(1)

타갈로그어 243 13(2) 4(1)

기타 183 9(6) 0(0)

남아시아

힌디어 1,043 16(7) 3(1)

벵골어 566 11(7) 1(1)

우르두어 137 3(1) 3(2)

기타 235 17(10) 4(2)

<표 12> 아시아정보실 소장 아시아 언어자료 수(2017. 3. 재)

롯하여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앙

아시아, 동  북아 리카 지역을 상으로 

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 으로 수집하고 있다. 

아시아정보실은 열람, 복사,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며, 한 도서  간의 출, 우송복사, 화를 

이용한 정보서비스 등 원격이용 서비스도 제공

한다.

아시아정보실은 아시아어 OPAC, Asialinks, 

아시아정보기  디 토리 콘텐츠의 강화를 목표

로 하고 있다. 아시아어 OPAC에는 아시아 정

보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요 아시아 언어에 

한 서지정보  언어입력이 가능하다. Asialinks

는 아시아 련 사이트 링크집으로 국가별, 조

직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각 사이트에 연결하

고 있다. 아시아정보실은 한 아시아정보기  

디 토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일본 국내

의 아시아 련 자료, 아시아 언어자료 소장기

을 기 명, 소재지, 기 종류, 상지역, 소장

자료의 언어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사이트

이다. 

한 아시아정보실에서는 아시아정보를 취

하는 타 기 과의 연계  력을 하여 

‘아시아정보연수’, ‘아시아 정보 계기  간담

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아시아 지

역연구자와의 제휴․ 력, 아시아 지역 도서

과의 교류를 통해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정보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석, 연속

간행물/연감, 신문 등 소장자료의 권(종) 수는 

<표 12>와 같다.

아시아정보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아시아정보 발신 서비스, 퍼런스 서비스, 원격

이용 서비스, 등록이용자(개인) 서비스, 도서

을 통한 서비스, 해외 이용자를 한 서비스 등

이 있으며 구체 인 내용은 <표 13>과 같다.



25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8권 제3호 2017

언어 도서(권) 연속간행물/연감(종) 신문(종)

동  

북아 리카

페르시아어 3,265 61(13) 11(2)

아랍어 2,790 82(25) 7(5)

터키어 2,295 53(22) 4(2)

히 리어 109 13(1) 2(1)

기타 64 12(0) 0(0)

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어 348 1(1) 0(0)

타지크어 160 2(1) 0(0)

카자흐어 150 5(4) 0(0)

아르메니아어 105 1(1) 0(0)

우즈베크어 98 2(2) 0(0)

조지아어 69 3(0) 0(0)

기타 82 3(2) 0(0)

서비스 내용

아시아정보 발신 

서비스

Asia Links-아시아 계 링크집 아시아 계 국가별, 지역별, 테마별 링크집

아시아정보기 디 토리(일본어) 일본 국내의 아시아 계기  정보

간행물

아시아정보실 통보(계간․일본어)

도서  직원을 하여 아시아 정보의 동향 소개, 신착 참고도서 

목록, 퍼런스 툴 소개 등을 게재

계기 과의 연계, 력

아시아정보실에서는 아시아정보를 취 하는 타기 과의 연계 

 력을 하여 ‘아시아정보연수’와 ‘아시아 정보 계기  

간담회’를 개최

퍼런스 

서비스

화 퍼런스 0774-98-1390(아시아에 한 자료상담 용/일본어)

문서 퍼런스 가까운 공공도서 (일본 국내) 등을 통하여 문서로 문의 가능

원격이용 서비스 도서 을 방문하지 않고 아시아정보실 소장 자료를 이용

등록이용자(개인) 

서비스

등록이용자(개인)가 되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

우송 복사 서비스 인터넷을 통하여 NDL-OPAC으로 검색한 자료 복사 신청

자료 상호 이용 서비스
도쿄본 에서 간사이  소장 자료를, 한 간사이 에서 도쿄본   

국제어린이도서  소장 자료를 열람

도서 을 

통한 서비스

가까운 공공도서 이나 학도서  등을 통하여 자료 복사  도서 간 출을 이용한 자료 

열람도 가능

한 아시아에 한 문서 퍼런스 서비스를 실시

복사서비스 Photoduplication Service( 어) 혹은 複写サービス(일본어)

자료 출 資料の貸出(일본어)

해외 

이용자 상

서비스

해외에서 복사서비스, 출서비스, 퍼런스 서비스를 이용

복사서비스 Photoduplication Service( 어) 혹은 複写サービス(일본어)

자료 출 Loan Service( 어) 혹은 資料の貸出（海外での利用）(일본어)

퍼런스 서비스 Reference Service( 어)

<표 13> 아시아정보실 제공 서비스



 도서 의 특성화 정책과 방향에 한 연구  259

2) 뉴욕공공도서  

뉴욕공공도서 (The New York Public Library)

은 1895년 애스터와 녹스도서 이 합병, 설

립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도서 이다. 

980여만 권의 장서  2,000여만 종의 필사본, 

지도, 마이크로필름 등을 포 으로 소장하고 

있는 뉴욕공공도서 은 한 개의 도서 을 말하

는 것이 아니라 문 분야로 특화시킨 학원 수

의 4개의 연구도서 (research library)과 맨

하튼, 스태튼아일랜드, 롱크스의 지역 커뮤니

티에 착한 86개의 지역분 (branch library)

을 포함하고 있다. 4개의 연구도서 으로는 인

문사회과학도서 (Humanities and Social Sci- 

ences Library)을 비롯하여 버그흑인문화연

구센터(Schomburg Center for Research in 

Black Culture), 무 술도서 (The New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과

학․산업비즈니스도서 (Science, Industry and 

Business Library; SIBL)으로 이 져 있으며 

무 술도서 과 과학․산업비즈니스도서 을 

살펴보았다. 

3) 과학․산업비즈니스도서 (SIBL)

세계 최 를 자랑하는 비즈니스 특화도서

인 ‘과학․산업비즈니스도서 (SIBL)’은 마

, 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퓨터 등 소장 자

료의 폭이 넓으며 기업 연감이나 각국의 무역 

통계, 법 규제에 한 자료 외에도 비즈니스 응

용과학이나 테크놀로지에 한 자료까지 갖추

어진 단히 실천 인 도서 이다. 한 국내

외의 정부 간행물, 국제무역이나 투자 정보 등

을 망라하고 있다. 특허와 상표에 해서는 

미 최고로, 1970년 이후 국내외 1800만 건 이상

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서  이외에도 비즈

니스 련 카세트 북이나 비디오테이 , DVD, 

소 트웨어의 사용법을 해설한 CDROM 등도 

내 이용이나 출이 가능하다. 이 도서 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창업가, 소기업 경 자, 

비즈니스맨, 개인 투자가, 학생 등 실로 다양한 

사람들로서 제공하는 로그램은 문가에 의

한 비즈니스 강좌( . 창업과 련된 비즈니스 

랜 작성법, 자택을 거 으로 하는 사업, 스몰 

비즈니스를 한 회계, 회사를 는 방법, 인터

넷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포

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한 창업 비를 하거

나 사업을 하던 에 정보 수집만으로 해결되

지 않는 문제에 부딪친 사람들을 지원하기 

해 은퇴한 경 자들이 모인 시민단체와 제휴하

여 무료로 카운슬링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사서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서비스 상이 되는 사람들의 사

고방식이나 시 ,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

며, 비즈니스에 계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조성 능력이 필요하다. 

시블(SIBL)은 기존 도서  이미지를 쇄신

하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가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주식 

정보 단말기도 비치하여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 뿐 아니라 퍼런스 기능을 시

해 항상 몇 명의 사서가 기하여 이용자의 질

문을 기다리고 있다. 퍼런스는 화나 편지, 

이메일로도 수가능하며 이용안내 투어도 한

다. 웹사이트의 ‘리서치가이드’는 도서 에 오

지 않고도 조사 주제에 따라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선택을 계속하면, 최종 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개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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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나 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BL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풍

부한 장서와 더불어 이용자와 장서를 연결하는 

우수한 사서의 존재가 으로 필요하다. 

디지털시  사서로 폭넓은 지식과 문성을 갖

추고 자미디어에 능통하며 뛰어난 기획 능력

과 함께 커뮤니 이션과 네트워크 능력을 갖추

어야 한다.

4) 무 술도서

음악, 무용, 연극 등의 공연을 하는 링컨센터

에는 무 술에 련된 문도서 인 무

술도서 이 있다. 무 술도서 은 음악, 무

용, 연극, 녹음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집 자료는 홀(Hall)에서의 세련된 공연에서

부터 길거리 공연까지 다양하고 폭넓다. 음악

은 르네상스 시 의 것부터 랩뮤직까지, 무용

은 클래식 발 부터 피겨스 이 까지, 연극은 

셰익스피어 극에서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녹음

자료는 통령의 연설에서 화, 텔 비 , 라

디오, 인형극, 축제 미인 회자료까지 범 하

다. 도서 에는 책의 비율이 체의 30% 정도

로 부분은 비도서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

으며 그 종류로는 화, 무 , 공연 등의 본, 

악보, 무 세트의 미니어처, 의상 디자인, 서간, 

로그램, 포스터, 사진, 비디오, 카세트테이  

등 무 술과 련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서 은 술에 심이 있는 일반 시민, 학

생, 유명 배우를 포함한 술가, 술과 련된 

기업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 

도서 은 단순히 무 술의 정보센터뿐만 아

니라 박물 이기도 하고 상제작센터이기도 

하며, 컨설턴트이고 극장이기도 하다. 이 도서

의 사서는 도서  직원에게 필요한 자질에 

해 문 지식이 무엇보다도 요하며 무

술은 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어떤 자료를 수집할까, 어떻게 분류할까, 이

용자의 질문에 어떻게 응할까 등 모든 과정

에 한 문 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언 했다.

무 술도서 은 해외에서의 방문자도 많

아 연간 40여만 명이 찾고 있다. 그 결과 이 도

서 을 활용해 세상에 내보내진 화, 연극, 무

용, 음악 등이 무수히 많다. 한 도서 에서는 

술 지망생들의 조사와 연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음악이 다음 세

로 계승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 력 계를 맺고 있다. 도서 이 직  

공연을 촬 하고 자료화하는 일은 TOFT(연

극부문의 ‘무 술의 상과 테이  기록보

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곳은 미국의 무  계 

조합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연극 공연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다. 2001년 3,700만 달러

를 들여 새로 개 한 무 술도서 은 비용의 

일부를 기부한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고 

있으며 분산되어 있던 연극, 발 , 음악, 녹음의 

각 부분을 한 층에 모아 장르에 구애받지 않도

록 한 것이 큰 변화이다(스가야 아키고 2006).

5) 캘리포니아주 도서  캘리포니아 역사자

료실

캘리포니아주 도서 은 캘리포니아 역사자

료실(California History Room)을 주 도서  

내에 운 하면서 련 도서, 연속간행물, 사진 

 동 상자료, 그리고 필사본 등 선사 시 의 

캘리포니아주부터 재까지 주에 거주하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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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체에 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

고 있다. 특히, 이용률이 높은 족보 정보는 주립

도서  차원에서 근이 용이한 인구 통계데이

터를 바탕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와 각 

도서 에게 제공하고 있다(한국문화 연구

원 2004).

역사자료실은 캘리포니아 역사 컬 션, 캘리

포니아 계보 자원, 캘리포니아 역사 데이터베이

스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역

사 컬 션은 Books, Newspapers, Periodicals, 

Manuscript collections, Pictorial resources, 

Maps, Ephemera, Unique indexes and files

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컬 션 내의 역사 련 

서 자료는 80,000권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컬 션  하나이다. 원고, 수명 주기표, 정

기 간행물, 사진, 기 요리 책, 일기, 카운티 기

록 등을 포함한다. 2,000 의 원고는 따로 컬

션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역사 련 신문

자료는 1846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2,200개 

이상의 타이틀로 구성되어 있고, 부분의 신

문은 마이크로 필름을 사용하여 제공된다. 역사 

련 정기간행물은 4,000개 이상으로, Hutchings 

California Magazine, Wasp, Overland Monthly, 

Mining & Scientific Press와 같은 희소성이 

있는 자료도 제공하며, 모든 책 제목을 색인으

로 제공한다. 한 daguerreotypes에서 컬러 

사진까지 유명한 캘리포니아 사진 작가들의 엽

서, 편지지, 석 화, 입체 조   회화뿐만 아

니라 작품들과 같은 그림 자원들의 컬 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섬지도, James 

Marshall의  발견지도, John Bidwell의 토지 

부여지도 등의 지도자료, 역사 인 이벤트 

로그램, 낱장 악보, 인증서, 수증, 도형 서 , 

캠페인 기념품, 트 이드 카드, 포스터, 병마개, 

버튼 등의 희귀품을 제공하는 Ephemera 일 

컬 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계보 자원은 Detailed Guide to 

sources for genealogy (PDF), Genealogy re- 

sources by date (PDF), Subscription Databases

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 역

사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한다. 

역사자료실에서는 도서  내의 서 시, 3-D 

사진 시, 디지털 컬 션 시, 디지털 시각자

료 시, 3 차원 사진 촬 을 통해 홀을 산책할 

수 있게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

등과 같은 캘리포니아의 역사에 한 시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역사자료실에서는 Davis 족보 클럽: Yolo 

County Focus 캘리포니아 역사실의 계보 등과 

같은 수많은 오  사이트 젠테이션과 장 

시설 둘러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6) 메릴랜드주 도서

메릴랜드주의 경우, 주도서 지원센터에 메릴

랜드에 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Maryland 

Department라는 부서가 있다. 이 부서에서는 

메릴랜드에서 역사 으로 통있는 도시들( : 볼

티모어)에 한 자료, 국 으로 유명한 체사

피크 만(Chesapeake Bay)에 한 자료, 메릴

랜드의 교육, 주의법률 계자료, 사업 련 정보

원, 각 카운티와 타운에 한 통계자료, 메릴랜

드 출신 유명인사에 한 자료, 메릴랜드의 토

박이족보정보자료, 메릴랜드의 날씨 등을 수집

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

고 있다. 메릴랜드주 도서 지원센터에서는 

한 각 단  지역의 공공도서 이 소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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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메릴랜드 지역과 련된 역사문서, 녹음자료, 

상자료 등을 디지털 자료로 환해 이러한 디

지털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문화 으로 요한 자료를 발굴하고 디지털 자

료로 환하는 일은 보다 범 한 이용자군에

게 연구, 교육, 그리고 사업을 진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한다(한국문화

연구원 2004). 

7) 미의회도서 -American Memory

미의회도서 은 국립디지털도서  로젝트

의 일환으로 “American Memory”디지털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 역사  문화와 련된 

약 900만 이상의 항목을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디지털화하 다. 재 문헌․사진․필

사본․악보․지도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디

지털화되어 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 

 ‘미국 연 기’는 미국 의회도서 과 국립인

문재단(NEH)이 지원한 국립 디지털 신문 로

그램의 일환으로 구축된 컬 션이다. 이 컬 션

에는 1690년부터 재까지 미국에서 발행된 모

든 신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자료는 신

문의 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의회도서 은 “American Memory”

로젝트를 통해 소장된 주요 향토․지역자료

들을 주제별 구분하여 미국  지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

다. 고․아 리카미국인의 역사․건축․도

시․문화․환경․정부․이민․문학․지도․

인디언역사․무 술․ 통령 등 19개의 주

제에 한 검색과 1400년부터 재까지 시 별

검색, 지도․필사본․음악 등 형태별 검색과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며 자복사서비스와 도

서자료 부분에 한 원문서비스를 웹상에서 제

공하고 있다. 원고는 일반 으로 스캔작업을 거

쳐 복사본으로 제공하며 그  자필원고 등 손

으로 직  쓴 자료의 경우 해상도가 낮기 때문

에 스캔 후 페이지 자체를 사진자료화 하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5. 논의  향후연구

5.1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  특성화 련 

정책이나 지역 표도서  특성화 사례, 로그

램 특성화 사례 등을 집 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공공도서 의 특화정책의 방향에 기

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다. 선행연구를 포

함한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연구질문에서 제기

되었던 사항을 심으로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1.1 도서 의 특성화 정책

첫째, 도서 의 특성화 정책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책은 아니라 랑스, 스칸디나비아, 

미국, 호주, 독일 등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이며, 지 까지 성공 으로 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

부 주 으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특성화도서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총 13개의 

도서 이 선정되어 지역의 문화 , 역사 , 산

업  특성을 살리고자 하 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2002년에 사업이 단됨으로써 13개   

4개 이 운 이 단된 상태이며 나머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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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 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년

이라는 세월이 흐른 2017년에 다시 문체부는 특

화도서  지정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특성의 문화  차별화 도서 서비스 제

공과 지역 문인력 채용으로 문일자리를 창

출하겠다는 방향에서 지역주민에게 음악, 여행, 

과학 등 도서 별 특성화 주제를 기반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이용자들

의 요구가 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이

기도 하며, 지역 인 특성을 살린 특성화를 통

해 지역발   지역문화의 발 에 도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1.2 특성화의 유형과 특성화의 방향에 한 

논의

특성화 도서 의 유형은 서비스 상, 서비

스 내용, 자료의 주제 등을 기 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도서 의 특성화와 련된 연구들  

향토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특성화를 주장

하는 연구(노 희, 강정아 2014; 박 주 2012)

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학도서 들

이 주제별로 특성화 될 것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으며(노 희 2006; 김선애 2004), 문화․

세분화한 학술자료의 공동수집  공동이용은 

학 내 연구의 활성화, 학간 다양화․특성

화․지역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

다고 하 다. 교육부도 학도서 의 활성화 방

안으로 학별 자료의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특

성화와 역할분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

가  차원의 정보력 향상  자원의 활용 효율

성을 높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도서 의 특성화는 상별이든, 서비스 내용

이든, 특성화 주제의 자료든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각각의 도서 이 특정 분야에 국내 최고

가 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특성화된 도서

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국가 인 차원에서 효

율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문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도서

을 통한 국민의 생산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

로 보인다. 

5.1.3 종별 도서  특성화 황

도서 의 특성화 황을 종별로 분석해 보

았을 때, 공공도서 의 경우 도서 의 특성화

분야를 주제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향토자료

가 16개 도서 으로 가장 많았고, 역사, 술, 

환경, 교육, 문화 등으로 지역과 련된 내용들

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심효정, 이

용훈, 박표주 2009). 문체부에서는 2017년에 다

시 공공도서 의 특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 

에 있으며 지역 환경(문화 ․인구  특성, 

보유 자원, 지자체 정책 방향 등)의 특성을 발

시켜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 서비스 제공

을 유도하기 해 특화도서  육성 시범사업으

로 10개 도서 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향

후 300개까지 확  정인 것으로 밝 지고 있

다. 학도서 은 체 으로  주제분야로를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학도서 은 분 의 형태로 주제별 특성화 도서

을 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주제분야의 분 은 의약학 분야이며, 법학, 음

악 등으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도서

은 태생 으로 주제별 특성화 도서 이라 할 

수 있다.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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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도서 은 597개 기 으로 자연과학  

공학분야의 문도서 이 147개 기 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 의약학, 경제경 , 교육 등의 순으

로 분석되었다. 

도서 의 주제별 특성화를 논할 때 항상 국내

에 주제 문사서가 있겠는가 라고 하고 있지만, 

주제별로 특성화된 문도서 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서들이 상당수에 이르며, 기 의 특성

상 문도서 의 사서들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주제 문사서가 부

족하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에 이를 것으

로 보인다. 문체부와 한국도서 회가 주제

문사서에 한 자격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사서들을 상으로 자격증 발 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주제 문사서들을 분야별로 발굴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 향후연구제안

특성화도서 을 설립하거나 지정 할 경우 이

러한 도서 에는 문사서가 배치되는 것이 합

리 일 것이다. 그러나 주제 문사서라 하면 어

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역량을 갖추어

야 하며,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가에 

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야 한다. 즉, 주제 문사

서의 인재상, 주제 문사서의 역량, 주제 문사

서의 직무 등을 수립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이러

한 내용을 기반으로 주제 문사서를 포함할 수 

있는 사서자격제도에 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특성화 도서  지원사업이 활성화된다

면, 주제별로 도서 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개

개의 도서 이 지역  도서 의 특성을 반

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 하여 특성화를 추

진하되 개개의 도서 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

결되어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 

주제분야의 자원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개의 도서 을 특성화하고자 할 때 

이용자 즉, 지역민들의 수요조사와 지역의 특

성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도서 이 특성

화 방향을 정할 때 도서 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강 을 악하고, 지역의 특성과 향토자료 보

유 황을 악하며,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철 히 수행하여 특성화 방향이 명확히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에

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특화된 도서

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특성화 도서  이용자

들을 상으로 만족도 조사 수행하고 개선사항

에 한 요구도 악하여 새롭게 특성화를 추

진하는 도서 들에 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2017년 문체부는 특화도서  지정  육성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특성화  문성을 반

한 특화서비스를 개개 도서 이 제공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성화 분야의 

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

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특성화 도서  사

례를 조사하고 특성화 정책, 특성화 분야, 특성

화 효과 등을 조사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첫째, 도서 의 특성화 정책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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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특히 국내

의 경우 1998년에도 단기 으로 추진했던 정책

이었고, 13개가 특성화도서 으로 지정되어 그 

 9개가 지 까지도 운 되어 오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특성화도서 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총체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둘째, 특성화 유형이나 방향을 보았을 때, 장

서 특성화 련 사례들이 많을 것을 볼 수 있으

며, 지역 표도서 들도 체 주제분야를 서비

스하되 나름 로 특성화 주제를 지정하여 집

으로 자료 수집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셋째, 종별로 보았을 때 공공도서 이나 

학도서 은 특화주제분야를 지역 커뮤니티 

요구  환경을 분석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문도서 은 모두 소속기 의 

주제분야에 특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국의 도서 을 특성화 분야별로 종에 

계없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다시 체

로 묶는 통합 네트워크 구성을 고려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향후 특성화 도서 에 배치될 문인력의 자

격, 자질, 역량 등에 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면, 특히 이미 특성화된 도서  이용

자들의 만족도 조사, 요구사항 등을 악하여 

이후 특성화를 추진하는 도서 들에게 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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